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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자치행정국)

○ 시행일시 : 2008. 1. 1

○ 근 거 : 호주제 폐지(‘07. 4. 27) 및 대체법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 5. 17)

○ 주요내용

∙ 호주제 폐지 : 모(母)의 성(姓)과 본(本) 사용 가능

※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 수정

∙ 본적제도 폐지, 등록기준지 제도 시행

∙ 법원 허가시 자녀의 姓과 本 변경 가능(재혼, 입양 등)

∙ 호적관련 증명서 변경

- 2종(호적등 초본) → 5종(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

2008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자치행정국)

○ 모금기간 : 2008. 1. 20 ~ 2. 29(40일간)

※ 연중모금 : 2008. 1. 1 ~ 12. 31

○ 모금목표액 : 1,131,000천원 (2007년 대비 동결)

※ ’07년 실적(백만원) : 목표 1,131 ⇒ 실적 1,155(102.21%)

○ 구·군 협조사항

∙ 적십자회비 모금위원회 설치·운영

∙ 언론매체, 전광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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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바닷가․산 해맞이객 10만명 '북적'(문화)

무자년 새해 첫날 울산지역에서는 맑은 날씨 속에 간절곶 등대와

강동, 주전 몽돌밭, 동구 대왕암공원 등 바닷가와 가지산, 문수산,

신불산, 치술령 등 근교 산에까지 해맞이객 10만여명이 몰렸다.

한반도 해안에서 새해일출이 가장 빠른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등대에서는 1일 울산시가 주최한 해맞이 행사가 열린 가운데 시민과

전국의 관광객 등 4만여명이 힘차게 솟아오르는 해를 보며 저마다의

안녕과 소원을 빌었다.

일출 예정시각인 오전 7시31분21초보다 2분 정도 늦게 수평선의

얕은 구름 위로 햇살이 비치자 관광객들은 손을 모아 기도하거나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가족과 연인, 친구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냈고 박맹우 울산시장 등 2008명이 태양을 향해 일제히 국궁을 쏘아

올리며 희망찬 해가 되어 달라고 기원했다.

같은 시각 동구 대왕암공원과 주전, 북구 강동 몽돌밭 등에서도

3만여명이 대북공연과 인기가수 공연, 소망지 걸기 등의 해맞이 이벤트를

즐기다 수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자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저마다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다.

도심 근교인 울주군 문수산과 치술령, 가지산, 신불산, 대운산 등에는

각각 3천∼6천여명이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 일찍 올라와

일출을 기다리다 동해 끝자락을 붉게 물들이며 장엄하게 해가 솟아

오르자 두 손을 들어올리며 환호했다.

그러나 해맞이 때문에 간절곶 등대∼남창, 강동∼북구연암, 주전∼

남목, 대왕암공원 입구 일대 도로가 오전내내 붐볐으며, 청량면 율리

문수산 입구와 상북면 가지산과 신불산 입구 도로도 주차와 해맞이객

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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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구청 쓰레기 봉투가격 '단일화'(환경)

울산시는 1일부터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구의 쓰레기봉투 가격을

단일화해 시민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쓰레기봉투 가격은 그동안 중구가 600원(20ℓ용

기준), 북구 500원, 남구와 동구 400원 등으로 각각 달랐으나 모두 600원,

10ℓ용은 310원, 50ℓ용은 1천490원, 100ℓ용은 2천960원 등으로 단일화했다.

또 전출입 때는 다른 구에서 사용하다 남은 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쓰레기봉투 판매소도 대폭 확충하는 것은 물론 대형마트

등에서 신청할 경우 전 구․군의 봉투를 동시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울주군지역 봉투가격은 10ℓ용 200원, 20ℓ용 400원, 50ℓ용은

1천원, 100ℓ용 2천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월 2일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자치행정국)

○ 기 간 : 2008. 1. 2 ~ 2. 29

○ 대 상 : 368,956필지(표준지 8,062필지)

○ 조사기준 : 2008. 1. 1.

○ 주요내용 : 2008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 현지조사

○ 향후계획 : 2008. 5. 31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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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2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지역 기관들 시무식(행정)

울산시와 구군, 교육청, 경찰청, 법원.검찰 등 울산지역 각급 기관은

2일 오전 각각 시무식을 갖고 새해업무를 시작했다.

시는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박맹우 시장과 하동원.주봉현 부시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가졌으며, 중구․남구․동구․

북구와 울주군도 각각 청사 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갖고 새해 각오를

다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25분 직원 190여명이 동구 대왕암

공원에서 희망찬 일출을 맞으며 새해 각오를 가지는 것으로 시무식을

대신하고 수백개의 '희망풍선'을 날려 보냈으며, 인근 교육연수원에서

떡국을 먹으며 덕담을 나눴다.

울산지법은 청사 대회의실에서 김경종 지법원장과 직원 200여명,

울산지검은 박한철 지검장과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시무식을 가졌으며, 울산시교육청은 김상만 교육감 주재로 대회의실에서

시무식 가졌다.

박맹우 시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올해 울산은 주력산업을 첨단화

하고 태화강 중심의 생태환경도시 건설을 가시화하며, 미래 성장동력이

될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과 혁신도시 건설,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을

적극 추진해 국제도시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 ● ● 2008. 1월 주요수록 안내

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7

2008년 1월 3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3만1천명(복지)

울산지역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3만1천121명으로 나타났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연금신청을 받은 결과 2만5천771명이 접수했으며, 기초

생활수급자 등 특례자 5천350명을 포함해 모두 3만1천121명으로 파악됐다.

울산시는 이들에게는 소득 등의 심사를 거쳐 단독가구에 월 2만원

∼8만3천640원, 부부가구에 월 4만원∼13만3천82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울산지역 기초노령 연금제도 소요 사업비는 국비 216억4천

100만원과 지방비 92억7천400만원 등 총 309억1천500만원이며, 하반기

부터 연금지급 대상자가 현 70세에서 65세로 확대됨에 따라 오는 4∼

6월께 2단계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울산시티투어 특화․맞춤코스 추가(관광)

울산시는 시티투어 활성화와 관광객의 흥미유발을 위해 특화된

맞춤코스를 추가했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맞춤코스로는 매주 월요일 현대자동차∼현대

중공업∼대왕암공원∼SK를 둘러보는 산업현장투어, 수요일 SK∼처용암

∼개운포성지∼문수경기장∼외고산옹기마을로 이어지는 옹기문화체험,

금요일에는 대왕암공원∼울기등대 야경∼주전봉수대 야경∼무룡산

야경을 즐기는 울산야경코스가 각각 실시된다.

또 지역축제 탐방코스로는 4월 언양한우불고기축제, 5월 장생포

고래축제, 10월 처용문화제와 봉계항우생고기축제, 11월의 외고산

옹기축제에 맞춰 각각 투어단을 모집해 운영하고 진하해수욕장 윈드

서핑과 승마훈련, 사찰탐방, 울산학춤 및 분청사기 체험 등 문화체험

코스를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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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금까지 요일별로 운행해 온 정기코스 가운데 화요일

생태환경 탐방코스에 울산대식물원, 수요일 산업탐방에 독립운동가

박상진선생 생가, 목요일 역사탐방에 이휴정, 금요일 산업탐방에 구강

서원, 토요일 문화체험에 울산체육공원, 일요일 울산사랑코스에 간월

사지를 각각 추가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월 4일
 

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남구)

○ 법인등기예정일 : 2008. 1. 4(금)

○ 직 원 임 용 : 2008. 1. 7(월)

∙ 인 원 : 28명 (정규직 16명, 비정규직 12명)

○ 개청식 (현판식) : 2008. 1. 11(금)

2008년 1월 4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한노총 울산본부 제19대 의장 신진규씨 당선(경제)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의 제19대 의장에 신진규(56) 현 의장이 당선

됐다. 신 의장 당선자는 이에 따라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임원 사상

첫 5선 의장이 됐다.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는 4일 울산시 남구 신정동 사무실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단독 출마한 신 의장을 새로 선출하는 임원

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선거에서 신 후보는 대의원 선거인단 전체 228명 가운데 207명

(투표율 90.78%)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인 162명(78.3%)의 찬성표를 얻어

의장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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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후보에는 신 의장 당선자와 한팀이 돼 출마한 김종호

삼양사 전 노조위원장이 됐다. 신 의장 당선자는 "이번 선거의 결과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힘있는 노총, 일하는

노총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뜻"이라며 "올해는 새정부 출범으로 노사정

관계에도 일정부분 변화가 예상되지만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노동자들의

권익과 생존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하고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노총을 운영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1996년 제14대 의장에 선출된 이래 15대, 17대, 18대 의장으로

계속 활동해온 신 의장은 이번 선거에서 또다시 당선돼 사상 첫 5선

의장이 됐으며, 오는 3월1일부터 3년의 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에쓰오일 노조위원장이기도 한 신 의장은 1991년 5대 위원장에 선출된

이래 5선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울산배 전국 과일품평회서 우수상(산업)

울산시 농업기술센터는 4일 울주군 서생면에서 생산한 배가 전국

과일품평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전국 과일품평회' 배 부문에서 서생자연배연구회(7농가 15㏊)에서

생산한 배가 모양과 겉색깔, 균일도, 당도, 무게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상에 선정됐다.

특히 울산배는 당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해양성기후

때문에 겉색깔이 짙어 아깝게 대상을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를 계기로 울산배의 명품화는 물론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망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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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6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택시업계 고품질서비스 '5Y5N' 실천(교통)

울산시는 올해 고품질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택시운수 종사자가

해야 할 5가지와 하지 않아야 할 5가지를 선정해 실천하는 '5Y5N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택시가 실천해야 할 5가지는 승하차때 인사

하기와 복장단정, 차내청결, 친절한 길안내, 안전운전 등이며 하지

않아야 할 5가지는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징수, 콜택시 호출거부, 분실물

미반환, 불친절 등이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택시업체와 노조의 참여속에 '5Y5N 서비스

헌장'을 제정한 뒤 오는 4월에 대대적인 선포식과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친절서비스 스티커 부착과 택시분실물 신고센터 설치운영, 운수종사자

교육, 캠페인 등도 벌일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친절운동을 유도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행환경을 개선해 택시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택시이용을 확대하고 외지인에게

주는 친절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월 7일
 

2007 소방관서 종합평가(소방본부)

○ 기 간 : 2008. 1. 7 ~ 1. 10(4일간)

○ 평가대상 : 4개 소방서(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 평가내용 : 소방혁신․행정․제도․예방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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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7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불무천 '사방댐' 완공, 상습 침수 해소(건설)

울산 북구청은 북구 염포동 불무천 상류 계곡의 사방댐 설치공사를

최근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북구청은 "장마철 상습적인 산사태와 침수 우려지역이었던 울산시

북구 염포지역이 불무천 상류지역에 대한 사방댐 설치공사가 최근

완료돼 올해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위험 요인히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방댐'이란 하천의 흙이나 모래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하천 상류에 설치하는 댐으로, 울산 북구 염포동 불무천 상류지역은

산림계곡부의 지반이 불안정해 매년 여름 장마철이면 태풍의 피해로

많은 양의 토사가 불무천 하류지역으로 유입돼 재해 위험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북구청은 2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7월부터 길이 32ｍ,

높이 7ｍ규모의 사방댐과과 안전 펜스 60ｍ를 설치했고 위험경고판도

4개소에 설치했다. 이와 함께 주변에 느티나무를 심는 등 주변경관

개선공사도 함께 시행해 등산객의 통행로도 확보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사방댐 설치로 염포지역 주민들에게 상존했던

재해 및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없애는 동시에 깨끗한 도시환경을 가꾸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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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월 8일
 

2008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 관련기관 협의회(농업기술센터)

○ 일 시 : 2008. 1. 8(화) 16:00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

○ 참석인원 : 45명 (농업관련 공무원, 농협관계자 등)

○ 주요내용 : 2008년 새해영농설계교육 추진 협의, 중점 교육방향

및 협조사항 설명

2008년 1월 8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태화강서 밀렵 극성(환경)

환경부 지정 조수보호구역인 울산 태화강변에서 겨울철새인 민물

가마우지가 총에 맞아 죽은 채 발견되는 등 도심 생태하천인 태화강변의

밀렵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8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시 남구 무거동 무거천과 태화강의

합류지점에서 약 200여m 아래 강 둑에 대표적인 겨울철새인 민물

가마우지 2마리가 공기총에 맞아 죽은 채 발견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물 가마우지는 천연기념물은 아니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겨울철새로 보호받고 있다"며 "어린 새끼인 두마리가 모두

공기총에 맞아 죽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환경부 지정 조수보호구역인 태화강에는 중.상류와 하류에 천연

기념물 201호 고니와 청둥오리, 백로, 기러기 등 수백마리의 철새들이

겨울을 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밀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이와 별도로 수렵협회와 공동팀을 구성해 밀렵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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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체평가委, 작년 시정 평가(행정)

울산시 자체평가위원회는 8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지난해 주요

시정에 대해 평가했다.

위원회는 체납세 정리를 통한 세수증대, 울산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 2007 전국국민생활체육대회 개최, 버스안내정보시스템(BIS) 확대

구축 등 시가 지난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177개 과제를 놓고 계획대로

추진했는지 여부와 효과 등 종합적인 성과를 따졌다.

울산시는 이날 평가결과를 3,4급의 성과연봉 책정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보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뒤 별도의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울산시가 지난해 11월 업무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일반행정, 경제통상, 환경, 보건복지, 문화체육

관광, 건설도시교통 등 6개 분야에 총 19명으로 구성했으며, 위원의

3분의 2는 시의원이나 시민운동 대표, 대학교수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월 9일
 

울산시청 제2청사 주차동 완공식(종합건설본부)

○ 일시․장소 : 2008. 1. 9(수) 10:00, 주차동 입구

○ 참석대상 : 100여명(시의원, 언론관계자, 공사관계자, 공무원, 주민등)

○ 주요내용 : 경과보고, 테이프커팅, 현장 시찰, 다과회

〈제2청사 사업개요〉

 ∙ 규    모 : 연면적 37,913㎡, 청사동(지하1․지상13층), 

              주차동(지하2․지상8층)

 ∙ 공사기간 : ‘05. 12 ~ ’08. 12      ∙ 사 업 비 : 63,600백만원

 ∙ 주차동 현황 : 주차면 484면(지하1․2층 122면, 지상2․8층 362면)

    ※ 총 주차능력 : 308대 → 7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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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성인 27.9%가 흡연, 음주율은 74.2%(보건)

울산시의 성인 27.9%가 담배를 피우고 74.2%가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울산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해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천200명을 대상으로 건강의식을 조사한 결과

흡연율은 27.9% 였고 성별로는 남성이 47.9%, 여성이 7.7%로 조사됐다.

간접흡연 노출 (1시간 미만)은 직장내가 40.7%, 가정내 17.8%, 실외

55.4%로 실내보다 실외 노출이 더 높았다.

음주율(한달 1회이상)은 74.2%로 남성이 85.4%, 여성이 63%였고

이들 가운데 19.6%는 한달에 1차례, 32.2%는 2∼4차례, 18.6%는 10차례

정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욕이 없거나 늦잠을 자는 등의 이유로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22.1%나 됐고 1주일에 5일이상 운동(하루 30분이상)을 하는

사람은 13.5%, 전혀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35.3%였다.

조사는 직접면접조사로 오차한계 ±2.8% 포인트에 신뢰수준 95%이며,

울산시는 결과를 보건시책 수립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울산시 4급이상 인사, 11명 발탁 승진(행정)

울산시는 9일 3급인 시 환경국장과 상수도사업본부장에 허만영

총무과장과 김광오 문화예술회관장을 각각 승진 발령하는 등 4급이상

간부 가운데 3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허 환경국장은 환경자원과장과 환경정책과장을

거치면서 전문성을 갖춘데다 친화력과 업무추진력이 뛰어나며, 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공으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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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급 승진은 기획관리실 김상곤 담당이 (재)세계옹기문화엑스포에

파견되고 총무과 곽상희 담당은 환경자원과장, 총무과 박영길 담당은

시장 비서실장, 세정과 윤병진 담당은 의회전문위원으로 각각 승진하는

등 모두 9명이 승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3급 국장의 경우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관행에서

탈피해 업무 전문성과 추진력, 시정기여도 등을 고려해 발탁했다"며

"앞으로도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해 업무능력과 시정기여도가 뛰어나면 발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월 10일
 

협업혁신관 건축 착공(경제통상국)

○ 착 공 일 : 2008. 1. 10(목)

○ 금형개발 협업체(사출 및 프레스) 사업 및 아이디어 창업화 공간 마련

○ 위 치 : 자동차부품혁신센터 내 잔여부지

○ 건축기간 : 2008. 1. 10 ~ 7. 10(총 6개월)

○ 규 모 : 7,999㎡(2개동)

○ 소요예산 : 50억원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월 11일
 

2008년 여성 신년교류회(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1. 11(금) 11:00 ~ 12:00

○ 장 소 : 가족문화센터 체육관(지하)

○ 참석대상 : 500명 정도(여성단체, 사회복지시설장, 여성기업인 등)

○ 주요내용 : 신년교류 및 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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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친환경 자동차' 464대 보급(환경)

울산시는 올해 31억원을 들여 모두 464대의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11일 울산시에 따르면 9억4천500만원을 들여 시내버스 34대와

청소차 5대 등 39대의 천연가스 자동차(NGV)를 보급하며, 3억800만원을

들여 행정․공공기관에 미래형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22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 2천만원을 들여 구․군과 읍․면․동에 전기이륜차 20대를

보급하고 5억2천200만원을 들여 제작단계에서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한 고속․관광․전세버스와 1t이상 화물트럭 등 저공해 경유차

186대의 구입자에게 대당 200만∼78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13억6천200만원을 들여 행정․공공기관에서 운행중인

경유차 197대에 대해 매연 여과장치를 부착하는 저공해화 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을 시작한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천연가스 버스와 청소차 488대, 하이브리드 자동차 21대,

전기이륜차 23대, 경유차 매연 여과장치 부착 503대 등 모두 1천35대의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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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2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지역 작년 신설법인 10년새 '최다'(사회)

울산지역에서 지난해에 신설된 법인의 수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의 신설법인은 849개로

2006년의 778개에 비해 71개(9.1%)가 증가했으며, 1998년의 461개와

1999년 726개, 2001년 803개, 2002년 731개, 2003년 675개 등에 비해

가장 많이 신설됐다.

지난해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장비 등 제조업 신설법인은

283개로 전년의 259개에 비해 24개가 늘었고 서비스와 도소매, 건설,

운수창고, 통신 등 비제조업은 566개로 전년의 519개에 비해 47개

증가했다.

지난해 신설법인 가운데 자금규모별로는 5천만원 이하가 515개로

전체의 60.7%를 차지했고 5천만원 초과∼1억원은 145개, 1억원 초과∼

2억원은 85개, 2억원 초과는 104개로 집계됐다.

업종별 신설법인은 도소매가 118개로 2006년의 63개보다 무려 55개나

늘었고 조선 및 선박부품이 78개로 전년의 67개보다 11개, 운수․통신이

57개로 전년의 47개보다 10개가 각각 증가했다.

춘해대학 치위생사 고시 100% 합격(보건)

춘해대학은 제35회 치위생사 국가고시에 응시한 치위생과 학생들이

모두 합격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졸업예정자 38명이 응시해 모두 합격했으며 치위생사의

전국 평균 합격률이 86.2%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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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해대학은 또 최근 실시된 응급구조사 1급 국가고시에서도 응시생

15명 가운데 14명이 합격해 93.1%(전국 평균 81.1%)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김향미 교무처장은 "이들 국가고시는 실기와 필기 등 두 차례에

걸쳐 치르는 시험으로 대학이 실습중심의 교육과 이론을 병행해 열심히

준비한 결과"라고 말했다.

울산 남구청 노인 교통지도요원 '일석삼조'(복지)

울산시 남구청이 노인들을 교통질서 지도요원으로 채용한 '실버

주정차 질서 지킴이' 제도가 교통질서 확립과 노인 일자리 창출, 민원인과의

마찰 감소 등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12일 남구청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만 65세 이상 73세 이하 노인 20명을 구청의 교통질서 지도

요원으로 채용해 이 제도를 실시해왔다.

제도 운영 결과, 이들은 이 기간에 모두 5천653건(하루평균 24건)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2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교통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된 노인들은 또 구청으로 부터 매월 1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아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이가 많은 '실버 요원'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면서

단속에 따른 민원인과의 마찰이 크게 감소하는 장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구청 박래환 교통지도 주무관은 "노인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업무 효율도 높고 단속을 당한 민원인들과의 마찰도 크게

줄어드는 등 이 제도의 시행 효과가 의외로 크다"며 "앞으로 채용을

늘리는 등 제도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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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월 14일
 

한우브랜드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경제통상국)

○ 일시․장소 : 2008. 1. 14(월) 14:00, 울산축산농협

○ 참석대상 : 26명(시, 축협, 생산자단체 등)

○ 주요내용

∙ 울산한우브랜드 육성계획 수립에 대한 업무협의 및 의견수렴

∙ 2008년 울산한우브랜드 사업지원계획 설명 등

2009 세계 옹기문화엑스포 추진(문화체육국)

○ 재단법인 설립등기 신청 : 1. 14(월)

○ 옹기엑스포 EI개발 연구용역 발주 : 1. 14(용역기간 90일)

○ 사무실 확보계획 : 접근성, 효율성 등 감안 1. 31까지 결정

여천천 및 태화강 하류 수질조사(보건환경연구원)

○ 기 간 : 2008. 1. 14 ～ 1. 18

○ 대 상 : 9개소

∙ 여천천 4개소 : 소정교지점원수및방류수, 여천3교지점원수및방류수

∙ 태화강 5개소 : 삼호교, 명정천 위, 초소 앞, 태화교, 다운집수정

○ 검사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등 12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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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4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대우버스 울산공장 협력업체 3개사 입주(경제)

울산시 울주군은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대우버스 울산공장의 협력

업체 3개가 길천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각각 입주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주군과 대우버스에 따르면 대우버스 울산공장의 협력업체인

삼인실업과 합동금속 등 2개 업체가 상북면 길천리 길천산업단지에

입주한데 이어 대림에이텍은 인근 길천농공 단지에 공장을 마련해

최근 입주를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울주군은 56만여㎡에 이르는 길천산업단지에는 현재 2∼3개 업체가

공장을 짓고 있는 등 올해안으로 최대 8개의 협력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후 2∼3년내에는 30여개의 협력업체가 추가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우버스 울산공장은 협력업체로부터 빠른 시일내 부품공급을 받는 등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길천산업단지에는 대우버스 협력업체가 우선 입주하게 되고 이후

남는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일반 기계산업 분야의 업체도 입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월 15일
 

친환경 저가 자동차부품 기술공동개발 협약식(경제통상국)

○ 일시․장소 : 2008. 1. 15(화), 롯데호텔

○ 과제분야 : 자동차 의장, 샤시 및 차체 부품

○ 참여기업 : 동희산업, 덕양산업, 신영금속

○ 참여기관 : 자동차부품혁신센터(주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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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간판시범사업 사업계획서 승인신청(도시국)

○ 신청일자 : 2008. 1. 15

○ 대 상 : 261개소 1,975m

∙ 중구 : 116개소 275m(번영로～시계탑사거리), 사업비 600백만원

∙ 남구 : 145개소, 1,700m(장생포로), 사업비 650백만원

○ 사 업 비 : 1,250백만원 (국비 600, 시비 325, 구비 325)

2008년 1월 15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북구청, 반장제 부활 추진 논란(행정)

울산 북구청이 실효성과 정치개입 논란으로 사실상 폐지됐던 반장

제도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울산 북구청 등에 따르면 북구청은 지난 2000년 수당 지급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폐지됐던 반장을 선임, 지난 14일까지 보고하도록

각 동 주민센터에 지시했다.

북구청은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구정 홍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1천500여명의 반장을 각 동

주민센터로부터 추천받아 1인당 연간 5만원씩 7천500여 만원을 지급

하기로 하고 올 4~5월 추경 때 예산을 편성, 북구의회에 승인을 요구할

방침이다.

북구청은 구정홍보에 필요한 반장 1천500여 명 가운데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뽑아 현재 활동하고 있는 1천여 명은

승계를 시키고, 농촌 등 반장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500여명을 새로

뽑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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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반장제 부활움직임에 대해 "실효성 논란으로 수년 전

폐지됐던 제도를 구정을 홍보한다는 명목만으로 굳이 다시 되살릴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은 "총선을

앞두고 현 시점에서 반장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은 '선거용'이라는 의심을

충분히 받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이은영 북구의회 의원도 "반장제도는 2000년 이후 정치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폐기했는데 이를 부활시키려는 것은

시대의 추세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측은 "반장제도 부활은 정치적 의도와는 상관없이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와 같은 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관련 조례를 살펴봐도 법적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올해 10개 학교 개교(교육)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10개 학교가 개교함에 따라 울산지역의 학교는

모두 227개교로 늘어난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 개교될 학교는 다전초와 명지초 등

초등학교 2개교, 다운중, 달천중 등 중학교 4개교, 다운고, 남목고, 범

서고 등 고교 3개교 등이며 특수학교인 울산 혜인학교도 문을 연다.

이에 따라 이 지역 학교는 초등학교가 116개교, 중학교 60개교,

고교 48개교, 특수학교 3개교 등 모두 227개교로 늘어난다.

한편 현재 다전초등과 다운중, 다운고교 등 3개 학교는 공사가

마무리돼 3월 새학기 개교에 전혀 차질이 없고 나머지 7개교는 개교

일정에 맞추기 위해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3월 10개 학교가 더 문을 열게 된다"며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 공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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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월 16일
 

회야강 마스터플랜 주민설명회(울주군)

○ 일시․장소 : 2008. 1. 16(수) 14:00, 온양읍사무소

○ 대 상 : 온양, 온산, 서생, 청량, 웅촌 주민

○ 내 용 : 회양강 마스터플랜 개요 및 생태하천 조성방안

○ 설 명 자 : 용역사(씨엠엔지니어링, 울산대학교)

2008년 1월 16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작년 해양오염 사고 20건 발생(환경)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한해 울산 앞바다에서 모두 20건의 오염사고가

발생해 전년도의 19건 보다 1건이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그러나 지난해 오염사고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량은 1천

30.69㎘로 지난 2006년 1천14.69㎘ 보다 16.6㎘나 증가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오염사고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박의

파손에 의한 사고가 7건, 해난 사고 3건, 원인 미상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은 메탄올 등 유해 물질이 2건, 954.6㎘로 전체 유출량의

93%를 차지했고 중유와 경유는 10건, 75.4㎘(7.3%)로 조사됐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울산지역 해양오염 사고는 대부분

유조선 및 화학물질운반선에서 선박 운항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앞으로 선박 운항자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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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시범운영(환경)

울산시는 16일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를 준공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 센터는 시가 10억원을 들여 남구 옥동 울산대공원 내 2천521㎡에

지난해 5월 착공했으며, 관리동과 조류ㆍ포유동, 재활훈련장 등의

건축물과 X-ray, 수술대, 혈액분석기 등 34종의 의료장비, 동물 구조차량,

약품 보관장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센터는 탈진하거나 부상한 야생동물을 구조해 치료하고 훈련시켜

야생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물론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을 증식하고

복원하기 위한 유전자원 수집, 야생동물의 질병조사와 연구,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시범운영 기간에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 치료를 위해

문화재청로부터 '천연기념물 진료소' 승인을 받을 계획이며, 각종 의료

장비 운영기술을 습득하고 수렵협회 등 야생동물 보호단체와 협조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월 17일
 

대학설립 관련 현안사항 협의회(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1. 17(목) 10:30, 울산과기대 공사현장

○ 참석대상 : 26명 (시6, 교육부12, 울산과기대7, 시행자1)

○ 주요내용 : 대학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공사, 개교 준비 등 협의



● ● ● 2008. 1월 주요수록 안내

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25

시립박물관 건립 BTL사업 9차 협상(문화체육국)

○ 일시․장소 : 2008. 1. 17(목) 14:00, 시 4층 재난상황실

○ 인 원 : 13명(시 6, CM업체 1, 갤러리아울산 6)

○ 주요내용 :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서안에 대한 상호협의 등

○ 향후계획 : 중간결과보고(1월중), 협상완료(2월까지), 착공(8월)

2008년 1월 17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태화강 수질 확실히 좋아졌다(환경)

울산 태화강의 수질이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맑아 청정상태에

가까운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17일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2007년 태화강 수질 측정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BOD가 1b등급(2ppm이하. 좋음)인 1.1ppm으로 2001년의

2.6ppm, 2002년 2.2ppm, 2003년 1.5ppm, 2004년 1.7ppm, 2005년

1.4ppm, 2006년 1.5ppm에 비해 가장 맑아지면서 청정상태를 가리키는

1a등급(1ppm 이하.매우좋음)에 근접했다.

특히 남구와 중구 시가지를 가로질러 흐르는 하류의 수질은 1b

등급인 1.7ppm으로 지난 2001년 5.5ppm, 2002년 4.4ppm, 2003년

2.6ppm, 2004년 3.2ppm, 2005년 2.7ppm, 2006년 3.2ppm(3등급) 보다

크게 개선됐다. 중류와 상류는 평균 BOD가 각각 0.9ppm과 0.6ppm으로

1a등급을 유지했다. 울산시는 상류(덕현, 지현)와 중류 (반송, 대암, 망성,

구영), 하류(삼호, 태화, 학성, 명촌)에 모두 10곳의 수질 측정망을 운영

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상 생활환경기준은 하천 수질을 BOD

1ppm 이하 1a 등급(매우좋음), 2ppm 이하 1b등급(좋음), 3ppm 이하

2등급, 5ppm 이하를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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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의 수질이 이처럼 맑아진 것은 지난해 갈수기 강수량이

비교적 풍부했고 생활오수 차단, 퇴적오니 준설, 태화강 방사보 철거,

유지수 공급, 수질 모니터링 강화 등 시의 다각적인 수질개선 노력결과로

풀이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연어가 돌아오는 '생명의 강' 태화강이 이제

생태환경 도시의 상징으로 국내외에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됐다"며

"올해는 복류수를 개발해 유지수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질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인원 감축, 시정지원단은 강화(행정)

울산시는 작고 강한 고효율 지방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인력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고 지난해 인사혁신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정지원단' 운영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오는 2010년까지 시의 직원을 현재의 2천

326명보다 84명, 청원경찰 등 상근인력은 29명, 시설관리공단 등 시

출연기관 73명 등 모두 186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시의 직원이 행자부 기준정원보다 119명이

적은 것을 합치면 모두 305명(행자부 정원대비 12.4%)이 감축되는 것이다.

울산시는 가능한 인위적 감소보다 자연감소 인원을 보충하지 않는

방법으로 감축할 방침이며, 이로써 절감되는 연간 73억원의 예산은

주민복지 및 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지난해 인사혁신시스템으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정지원단 제도의 운영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날 5급이하 정기 인사

에서 지난해 전보한 4명을 모두 구제해 업무에 복귀시키고 5명을 새로

발령해 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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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해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일선 업무에서 배제

시키고 시정지원단으로 전보했던 4명에 대해 평가한 결과 모두 쓰레기

수거 등 현장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전원 부서로 복귀시켰으며, 이날 5급

1명과 6급 1명, 7급 2명, 기능직 1명 등을 새로 발령했다.

울산 태화강서 누치 대량 발견(환경)

울산시 남구 태화강 중.상류에 누치가 대량 발견되고 있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남구 무거동 옛 삼호교 교각 아래 태화강에서 30∼40㎝급

누치 수백마리와 10∼20㎝짜리 새끼 누치 수만마리가 떼를 지어 다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 곳에 서식하는 누치는 지난 2001년 고수온에 용존산소 부족으로

떼죽음을 당했으며 이번에 다시 대량 서식하는 모습이 주민들의 눈에

자주 띄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 하류의 모래층이 발달된 곳에서 살던

누치들이 월동하기 위해 상류로 이동하다가 옛 삼호교 부근에서 자주

목격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잉어과인 누치는 물이 맑고 깊은 모래나 자갈이 깔려 있는 강바닥에서

헤엄쳐 다니며 가시가 많고 냄새가 나 식용으로는 기피되지만 힘이

좋아 낚시꾼들에게 인기가 있다.

울산시 내부청렴도 전국 1위(행정)

울산시는 17일 국가청렴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내부

청렴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가청렴 위원회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2007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울산시가 내부 청렴도에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제도 구축과 부패 통제, 공직자의 행태 등

청렴역량지수 부분에서 3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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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청렴도는 지난해 처음 조사한 것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과 인사의 투명성 등을 측정한 것이다.

그러나 건설업 사업자 관리와 여객․화물․건설기계 정비업, 소방

시설 점검, 환경․보건 지도단속, 보조금 지원, 공사계약․관리 등 6개

업무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민.대기관 업무청렴도는 9위를

차지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월 18일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사 선정 심의회(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1. 18(금) 14:00

○ 장 소 : 시 3층 상황실

○ 신청업체 : 3개 은행 카드사(경남, 농협, 신한)

○ 선정방법 : 심의회구성(행정, 교수, 단체 등 16명)

○ 심의사항 : 민원 편의성, 인센티브 등 6개항목

○ 향후계획 : 시, 카드사, 가맹업체 협약 체결(2월중)

2008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설명회(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1. 18(금) 14:00, 의사당 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100명 정도 (보조금 신청단체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지원기준 및 선정방법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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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8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이것이 규제개혁 대상입니다’(행정)

울산시가 차기 정부의 규제개혁을 주도해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규제 및 지방이양 사무 발굴 TF'를 구성하고 기업환경 개선과

산업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발전 등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고 있다.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8개 팀 52명의 TF팀을

구성해 모든 시정업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

과제가 선정되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나 부산.울산.경남 발전협의회 등

광역행정협의회와 연대해 대정부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TF팀은 기획조정, 경제산업, 환경, 도시, 건설교통, 문화관광, 복지

여성, 지방지원 등 8개 팀으로 구성해 매일 회의를 갖고 대상업무

발굴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대정부 건의 후에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대상 규제와 업무가 해제되거나 이양될 때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시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규제나 중앙권한 업무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면적변경 등) 권한 위임과 개발행위에 부담을 주는 문화재 규제

개선, 개발제한구역(GB) 조정가능지역 해제권한 위임,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 위임 등이다.

▲국가산업단지 지정권한(개발계획 및 면적 변경) 위임 = 현행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은 물론 이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모든 업무가 중앙에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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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공장용지를 확장하려면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적기에 공장용지를 공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확

장이나 축소, 유치업종 변경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장용지를 조성해 기업의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울산국가산업단지에서는 SK에너지 등 공장 확장이 시급한

기업체들이 이 규제 때문에 제때 투자를 하지 못하면서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 해제권한 위임 =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우선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조정가능지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단계적으로 해제하지만 조정

가능지역 지정과 해제 모두 건교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조정가능지역 지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쳐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이를 해제 하려면 또다시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중복절차로 시의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

이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 지역에 대한 해제권한을 시.도지사

에게 위임해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면서 개발계획을 빨리 수립해 정책

사업을 제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지역의 경우 51곳 2천831만㎡의 조정가능지역 가운데 현재

7곳 584만4천㎡가 해제돼 개발이 추진중이며, 해제권한이 위임되지

않을 경우 조정가능지역 가운데 다운․서사 임대주택단지 등 나머지

해제와 개발을 앞두고 행정력의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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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저해 문화재 발굴 규제 완화 =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 시행자가

발굴경비를 부담하고 발굴기간도 길어 사업을 포기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발굴 조사시

경비를 사업 사행자가 부담하고 발굴기간에 대한 제한도 없으며, 3만㎡

이상의 개발행위 때는 의무적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초기 과중한 비용부담과 발굴기간의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창업투자를 할 때에는 경쟁력이 약화

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민간부문 발굴조사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단위 사업별 문화재발굴조사 완료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며, 지표조사 대상 면적도 10만㎡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 위임 =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국토종합

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조정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권한이 건교부

장관에게 집중돼 있어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신청 후 승인까지 중앙행정기관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으로 행정처리 기간만 2년이상 소요돼

하위 계획의 수립이나 후속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시․도가 중앙정부는 국토종합계획과 광역

도시계획으로 통제하고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은 시.도지사에 위임해 지자체가

여건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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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문화재자료 연중 수집(문화)

울산시는 18일 전통문화유산 발굴과 문화재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 자료를 연중 수집하기로 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와 구군에 '문화재 자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유․무형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조물, 서적, 공예품, 고고

자료, 공예기술, 음악, 연극, 무용, 의식.놀이, 사적 등 전 분야에 걸쳐

자료를 수집한다.

수집 대상에 향토 술 담그기와 궁중음식 등 음식제조, 암석과 광물,

이름난 지형 및 지질, 마을 돌담길이나 간이역 등 근대 문화유산,

동식물 서식지나 습지, 동․식물군, 화석, 기형목, 오래된 나무 등도

포함된다.

울산시는 수집된 자료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가치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하거나 시립박물관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협력사 '동반자 경영' 다짐(산업)

현대중공업이 무자년 새해를 맞아 마련한 협력회사와의 신년회를

통해 서로 돈독한 동반자 경영을 펼쳐가기로 다짐했다.

현대중공업은 18일 모(母)기업과 협력회사간의 상호발전과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215개의 협력회사 대표를 울산시 동구 전하동 현대

호텔로 초청,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 설명과 함께 대기업․중소기업간의

경쟁력 강화와 시너지 효과 등 공동 발전을 위한 동반자 경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됐다.

현대중공업 최길선 사장은 "협력회사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로 지난해

최고의 경영성과를 거두고 미국 포천지 세계 500대 기업으로 선정

되는 등 명실상부한 중공업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었다"며

협력회사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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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이와 함께 재무와 경영기술, 인력교육 등 지금까지의

협력회사 지원정책을 보강하고 인재육성시스템 교육에 중점을 둔 지원

방안을 밝혔다.

또 협력업체 시설운영자금 지원과 함께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공유

하는 등 각종 교육지원을 모(母)기업과 동일하게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품질 개선을 위한 협력과 성과공유제 활성화, 연구설비 및 기술

정보를 지원해 기술개발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고 각종 거래관행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하는 등 업무 효율화를 이뤄 쌍방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협력회사 대표자 모임인 현중협의회 김근배 회장(63.하이에어코리아㈜

대표)은 "올해는 국제경제 불안과 세계 경기 위축 등 부정적인 환경

요소들이 예상되지만 현대중공업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품질향상을 통해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월 19일
 

중앙도서관 건립 공사 준공(북구)

○ 준 공 일 : 2008. 1. 19(토)

○ 사업개요

소 재 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사 업 비 시 설 내 용

연암동 378 992㎡ 2,447㎡ 4,600백만원
종합자료실, 열람실,

시청각실 등

○ 향후계획 : 인력배치 및 개관 준비(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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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9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정수장․수도꼭지 수질 적합(상수도)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9일 정수장과 수도꼭지의 수질이 모두

먹는 물로 적합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1월 정기 수질검사 결과 회야

정수장과 천상정수장의 미생물(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과 유해영향

무기물질(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불소, 보론 등)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유기물질(농약류)과 휘발성유기물, 소독부산물질(잔류염소), 심미적

영향물질(경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냄새, 맛, 탁도, 색도, 수소이온 농도,

염소이온, 세제, 망간, 아연 등)도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로

적합했다.

구군별로 선정한 총 101개의 일반가정 수도꼭지에 대한 검사에서도

잔류염소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등 4개항 목이 모두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였다

울산 북구 중앙도서관 완공(문화)

울산 북구청은 북구 염암동의 부지 992㎡에 연면적 2천447㎡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북구 중앙도서관이 완공됐다고 19일 밝혔다.

도서관은 종합자료실과 아동열람실, 디지털자료실, 일반열람실,

북카페, 동아리실, 유아실 등을 갖추고 5월부터 주민에게 개방된다.

건립에 46억원의 사업비가 든 북구 중앙 도서관은 기존의 북구 관내

도서관들에 비해 시설에서는 2~7배, 장서 보유량에서는 3~4배 이상의

규모를 갖췄으며 5월까지 집기와 도서자료를 구입하고, 도서관 운영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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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중앙도서관에는 북구청 공공도서실이 보유한 장서 3만 2천권에

올해 3만권, 2009년 이후 3만 8천여권을 구입해 총 10만권 가량의

장서를 소장할 예정이다.

아동도서를 전체 소장도서의 25% 비율로 확보하는 한편, 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집기와 자료를 확보하고 우수 도서관 사례를

벤치마킹해 효율적으로 도서관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월 20일
 

여천천 수질정화시설 설치 공사 완료(남구)

○ 공사기간 : 2007. 2. 21 ~ 2008. 1. 20

○ 사 업 량 : 5,000㎥/일, 2개소

○ 공사금액 : 3,591백만원

○ 공사내용

∙ 관리사 신축, 구조물 내부 방수

∙ 기계․전기 배관 설치 등

2008년 1월 20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현대중공업 퇴직자 "조선 호황 쉴 새 없어요"(경제)

"우리에게 정년퇴직은 직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새 일자리를 갖는

기회입니다."

조선업계의 호황으로 지역 조선업체의 정년퇴직자 상당수가 퇴직

후에도 회사에 재입사하거나 협력업체에 취업해 제2의 취업 인생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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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지역 조선업계에 따르면 울산지역 최대의 조선업체인 현대

중공업에서는 지난 2007년 모두 630여명이 정년퇴직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절반에 가까운 270여명이

올해 현대중공업에 다시 입사했다.

회사는 정년퇴직자를 촉탁사원으로 재고용하고 1년씩 계약을 갱신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직 촉탁사원으로 재입사하기 위한 계약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최대 300여명 이상이 재입사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007년에도 110여명이, 2006년에는 160여명이 각각

재입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00여명의 정년퇴직자는 대부분

200여개에 이르는 사내외의 협력업체에 재취업하고 사무직의 경우는

상당수가 선주와 선급 회사의 감독관으로 다시 취업해 조선 현장에서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의 경우 정년퇴직자의 대부

분이 재취업에 성공, 제2의 취업 인생을 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가 이처럼 정년퇴직자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정년퇴직자들이 가진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회사가

원하기 때문"이라며 "조선 호황으로 조선 현장에는 퇴직자들의 숙련된

노하우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을 통해 숙련공의 확보와

고령자 취업기회 제공이라는 '윈윈' 효과를 누리고 있다. 현대미포조선도

지난해 정년퇴직자 63명 중에 10여명이 재입사하고 2006년 50여명의

퇴직자 가운데 20여명이 다시 입사했으며, 나머지도 협력업체에 대다수

재취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자사나 협력업체에 재취업한 대부분 정년

퇴직자는 퇴직 전 급여의 50∼70%를 받고 30여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현장에서 열심히 후배들에게 전수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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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적십자회비 11억3천만원 모금 목표(사회)

울산시는 20일부터 적십자 회비 집중 모금에 들어갔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적십자회비 모금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11억 3천100만원으로

정하고 이날부터 오는 2월29일까지를 집중 납부기간으로 정해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및 기타 회원가입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모금에

나섰다.

납부 권장액은 개인 6천원, 개인사업자 2만원, 법인 5만∼50만원으로

금융기관 지로창구나 편의점, 인터넷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적십자회비 11억5천598만원을 모금해 불우이웃을 위한

자원봉사나 구호활동, 혈액사업 등에 사용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월 21일

환경오염특별회계 지방채 전액 조기 상환(행정)

○ 상 환 일 : 2008. 1. 21(월)

○ 발 행 액 : 390억원(‘02년 재경부 공공자금관리기금)

○ 상 환 액 : 110억원

∙ 기 상환액 : 280억원(‘04년 140, ’05년 40, ‘07년 100)

○ 상환조건 : 5.44%(변동), 5년거치 10년균등상환(‘08년부터 원금 상환)

2008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신청 접수(복지여성국)

○ 기 간 : 2008. 1. 21 ~ 1. 31

○ 장 소 : 울산광역시노인복지회관

○ 모집방법 : 노인복지회관 전광판 및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 홍보

○ 모집인원 : 140명(교육형 100자리, 복지형 40자리)

○ 준 비 물 : 신분증, 사진 1매, 참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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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2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항 작년 '컨' 37만TEU 처리, 사상 최대(경제)

지난해 울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화물 처리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항만공사(UPA.사장 김종운)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지난해 울산항에서 처리한 화물을 분석한 결과 컨테이너 화물

처리실적이 37만2천258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컨테이너 화물은 ▲울산항에서 15만1천579TEU ▲온산항에서

22만679TEU 등을 각각 처리했으며 이는 지난 2006년의 전체 33만6천

869TEU보다 10.5%나 증가한 규모다.

또 지난 한해 울산항에서 처리한 화물은 1억6천845만2천866t으로

이 가운데 액체화물은 1억3천125만1천787t 으로 전체 화물의 77.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억6천571만7천395t 보다 1.7% 가량 늘어난 규모다.

울산항의 주력 화물인 액체화물은 ▲원유 및 석유 6천448만1천

995t ▲석유 정제품 4천380만306t ▲화학공업 생산품 1천841만2천780 t

▲석유가스 및 기타 가스 353만1천338t ▲동.식물성 유지류 102만5천

368t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울산항을 입출항한 선박은

모두 5만4천731척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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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월 22일

일본 니가타 市 연수단 일행 방문(경제통상국)

○ 방문기간 : 2008. 1. 22～1. 25(※우리시 방문 : 1. 22～1. 24)

○ 방 문 자 : 사토우 노부유키 농림수산부장 등 6명

○ 방문내용 : 농업 및 환경분야 연수

○ 조치사항 : 관련자료 준비 및 현장안내 등

2008년 1월 22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주군 범서읍 인구 5만명 돌파(사회)

울산시 울주군의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범서읍이 인구 5만명 시대를

맞았다. 울주군은 "울산시 중구에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의 한 아파트로

이주해 온 김순이(50)씨가 최근 5만번째 주민으로 전입신고를 해 범서읍

주민이 5만명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범서읍 인구는 지난 2001년 3월 인구 3만3천명에서 읍으로 승격된 지

7년 만인 지난 2006년 상반기 4만명을 넘어섰고 이후 약 2년만에 5만명

인구 시대를 맞이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범서읍 지역에 천상구획정리사업과 구영택지

개발이 잇따라 추진돼 1만여 가구의 아파트 공사가 이미 이뤄졌거나

진행 중이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된 것"이라며 "현재 신축중인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민이 들어서면 올해안으로 인구 6만명을 돌파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범서읍은 늘어난 주민을 위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범서읍

신청사를 마련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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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월 23일

2008년 재정지원 관련 버스업체 관계자 회의 개최(건설교통국)

○ 일시․장소 : 2008. 1. 23(수) 14:00, 교통관리센터 회의실

○ 참석대상 : 버스업체 관계자 22명

○ 주요내용

∙ 보조금 신청서 작성 방법

∙ 유가보조금 카드제 도입 의무화

∙ 예산현황 및 버스시책, 현안사업 설명 등

2008년 1월 23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인구 111만명, 0.9% 증가(사회)

울산시의 지난해 말 총인구는 111만2천799명(외국인 포함)으로

2006년 말의 110만2천988명보다 9천811명(0.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울산시에 따르면 가구 수는 38만865가구로 2006년 말 37만

3천114가구에 비해 7천751가구(2.1%)가 늘었고 구군별 인구는 한국인

109만9천995명 가운데 남구가 34만2천675명(31.2%)으로 가장 많고

중구 23만6천573명(21.5%), 울주군 18만3천261명(16.7%), 동구 18만1천

844명(16.5%), 북구 15만5천642명(14.1%) 등이다. 북구와 울주군, 중구의

인구는 각각 증가했으나 동구와 남구는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56만

5천897명으로 전년의 56만1천611명에 비해 4천286명(0.8%), 여자는

53만4천98명으로 전년의 53만883명에 비해 3천215명(0.6%)이 각각

증가했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21만3천422명으로 전체의 19.4%를

차지했고 30대 19만8천234명, 10대 17만6천160명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은

1만2천804명으로 전년의 1만494명에 비해 2천310명(22%)이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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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 설밑 '성금' 5억2천만원 전달(사회)

현대자동차 윤여철 사장과 윤해모 노조지부장은 23일 울산시청을

방문, 박맹우 울산시장과 김명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에게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성금 5억 2천

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성금은 설 명절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성금 1억원, 저소득층

자녀 통학교통비 1억원, 저소득층 학생 교복 구입 지원 1억원, 북구

지역 결식학생돕기 2억2천만원 등이다.

현대차는 "어려운 이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수혜인원을

늘리고 생필품, 설 차례용품, 교통카드, 교복 맞춤티켓 등 실질적 보탬이

되는 성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수혜인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정, 저소득층 자녀, 자매결연

마을,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총 3천22명, 129개 단체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북구지역 결식학생돕기 성금의 경우 이 회사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떼어낸 돈을 한 데 모은 금액과 울산공장내 동아리 모임이

주축이 돼 사내에서 거둔 성금, 중역들의 성금, 회사 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의 정성이 담겼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현대차 윤여철 사장은 "행복은 나눌수록 더욱 커진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행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지역내 불우이웃 돕기를 실천해

왔으며, 지난해 한 해 연인원 1만2천명의 직원과 가족들이 각종 사회

공헌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누는 데 앞장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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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보도연맹 유족회 "국가의 사과 수용"(사회)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권력의 잘

못된 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사과의 뜻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희생자

유족회는 "국가의 사과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유족회 김정호 회장은 23일 "사건이 일어난 지 58년 만에 나온

국가의 공식사과를 받아들이겠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사과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족회 측은 "진실화해위가 국가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유족들이

위령제를 지낼 수 있도록 재정․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군․경에

대해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국가는 이러한 권고사항들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란 1950년 8월 군ㆍ경에 의해 울산 지역

보도연맹원 등 407명이 10여 차례에 걸쳐 집단 총살된 사건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오는 24일 오후 2시 울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추모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힐 계획이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국가의 사과 내용을 희생자들에게 알리는 고유제와

진혼굿 등이 펼쳐지며 진실화해위원회 안병욱 위원장, 행정자치부

박명재 장관, 대통령비서실 차성수 시민 사회수석비서관, 박맹우 울산

광역시장,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이춘성 울산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해 추모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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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미봉사단 창단3주년 기념식(사회)

울산지법의 민간봉사단체인 바로미봉사단은 23일 울산지법 청사

대회의실에서 김경종 법원장과 봉사단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 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박인숙씨 등 신규단원 위촉대상자 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감사장 전달, 김 법원장의 격려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 법원장은 격려사에서 "여러분의 자원봉사 덕분으로 우리 법원이

전국의 어느 법원보다 더 친절한 법원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됐고 법원

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줬다"며 "지난 3년동안 한결같이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희생을 감수하는 등

헌신을 아끼지 않은 봉사단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월 24일

울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개소식(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1. 24(목) 14:00 ～ 16:00

○ 장 소 : 청소년성문화센터(남구 야음동 남부 신협 건물 내)

○ 참가인원 : 300여명(청소년지도자, 청소년 등)

○ 행사내용 : 축사 및 시설 참관, 성교육전문 강사 초청 특강 등

○ 주 관 : (사)울산광역시기독교사회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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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창고 등 관계자 소방안전 간담회 개최(소방본부)

○ 일 시 : 2008. 1. 24(목) 14:00

○ 장 소 : 소방본부 대강당

○ 대 상 : 81명(냉동창고6, 물류창고24, 독성가스취급업소26, 기타25)

○ 확인내용

∙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

∙ 냉동․물류창고, 독성가스 취급업소 자체 안전관리대책 추진당부 등

2008년 1월 24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초등학생수 4천900여명 감소(교육)

저출산 여파로 올해 울산지역 초등학생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지역 114개 초등학교의 올해 전체

학생 수는 9만4천277명으로 지난해 9만9천185명 보다 4천958명이 줄었다.

학생 수가 줄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도 31.7명으로 지난해 32명

보다 낮아졌다.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2003년 11만1천909명 ▲

2004년 11만133명 ▲2005년 10만7천58명 ▲2006년 10만3천365명 ▲

2007년 9만9천185명으로 해마다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 전교생 1천600명이 넘는 과대 학교가 지난 2005년 17개교에

달했지만 학교 신설과 자연감소 등으로 2006년 11개교, 지난해에는

6개교로 줄었고 올해는 명정, 명촌, 송정, 범서초 등 4개교로 줄어들었다.

울산시 교육청은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교원의 임용도 줄이고 학교 신설 계획도 축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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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돗질山'→'돋질산' 명칭 변경 추진(행정)

울산시 남구청은 남구 야음1장생포동에 있는 도심 야산인 '돗질산'의

이름이 잘못 표기됐다는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중앙지명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이 산의 이름을 '돋질산(해발 54ｍ)'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청은 또 돋질산 앞에 있는 보조 간선도로인 '돗질로'도 '돋질로'로

바꾸기로 했다.

구청은 중앙지명위원회가 지난 2006년 울산의 구 시가지에서 이 산을

볼 때 돼지의 주둥이가 북쪽으로 튀어나온 듯 해 마치 돼지머리와

같이 생겼다고 해 돋질산(猪頭山)이라고 하며 '돋'은 돼지의 옛말, '질(찔)'은

울산지방에서 머리를 뜻하는 방언'이기때문에 '돗질산'이라고 잘못 표기

하고 있는 지명을 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구청은 그동안 지명 변경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돗질'

이라고 잘못 표기된 지명을 책자나 도로표지판 등에 표기했으나

이번에 바로 잡기로 했으며 구청 홈페이지, 행정서류, 도로표지판 등에

표기됐던 이름을 모두 바꾸기로 했다.

구청 관계자는 "다음달에 울산시 지명 위원회에 지명변경 요구안을

상정하고 심의가 확정되면 도로명과 표지판, 주소푯말, 행정서류 등에

'돗질'로 잘못 쓰여졌던 지명을 모두 '돋질'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 노사정 단체 무룡산서 '안전기원제'(사회)

"우리는 안전이 모든 생활에서 우선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직장과 생활 주변의 사소한 위험이라도 찾고 고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울산지도원(원장 이창규)이 24일

울산광역시청, 울산노동지청, 울산지역 안전보건관련기관, 단체 소속

임원 및 근로자 등 2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재해 근절 및 울산

지역 안전문화 정착을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울산시 북구 무룡산

정상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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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원제는 1989년 울산지도원이 개원한 이래 지역 기업체의

무사고를 기원하며 매년 1월 진행돼 왔다. 참석자들은 산 정상에 차려

놓은 제 음식 앞에서 안전을 기원하며 절을 올렸고 솔리드건설의

남구 신정동 아파트 건설현장의 김대근 과장과 대한 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센터 권은경 사원이 함께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다짐'

이라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사업장, 가정, 학교 등 생활환경의

모든 곳에서 안전이 생활화되도록 안전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안전을

저해하는 반복형, 재래형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노사정이 하나되어

산업재해예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이창규 울산지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재해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희망하는 울산지역 근로자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노사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안전 실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월 25일

2008년 녹지시책 간담회 개최(환경국)

○ 일시․장소 : 2008. 1. 25(금) 17:00, 신관 3층 회의실

○ 참석대상 : 50명 (조경협의회, 환경관련단체, 구․군 관계관 등)

○ 주요내용

∙ 2008년 녹지시책 중점 추진방향 설명 및 협의

∙ 팔도 소나무 식재 헌수․헌금운동 참여방안

∙ 덩굴식물 100만본 식재운동의 시민 자율참여 유도방안 등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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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개최(문화체육국)

○ 일시․장소 : 2008. 1. 25(금) 11:00, 3층 상황실

○ 참 석 : 8명(제1분과 위원 및 전문위원)

○ 주요안건 : 서생면 나사리 공장신축건 등 4건

2008년 1월 25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공공건축물 옥상녹화 '의무화'(건축)

울산시는 25일 올해부터 공공 건축물의 옥상 녹화를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옥상 녹화계획을 포함시켜야 하며,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때 가능한 옥상에 조경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할

방침이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옥상에 녹화를 추진하도록 유도해 올해

모두 100건의 건축물에 2만3천㎡ 규모의 옥상 녹화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건축물의 안전여부를 확인해 주고 녹화 기법도 보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건물옥상 녹화사업을 추진해 130여개 건물에

1만1천853㎡의 녹화를 조성했으며, 특히 옥상녹화가 아름다운 남구

달동 구암빌딩과 삼산동 주연빌딩, 무거동 신정빌딩 등 3곳을 '옥상이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해 건물 입구에 명판까지 부착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옥상녹화의 경우 단열효과가 뛰어나 냉난방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도시 열섬화현상 완화, 소음감소, 공해물질 흡수,

산소생산, 도심경관 개선 등의 효과가 뛰어나다"며 "산성비와 자외선

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해 건축물의 수명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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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투기지역 해제 결정, 분양시장 활기 전망(건축)

울산 전 지역이 오는 30일부터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면 해제되면서 금융권 대출규제가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허용돼 그동안 얼어붙었던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울산 남구.

중구.동구.북구와 충남 천안시, 아산시를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고, 건설교통부도 이날 주택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울산 남구,

울주군과 부산 해운대구 3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는 이달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0만 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키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주택투기지역 해제 지역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가 40%에서

60%로 높아지고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40%)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규제 등도 배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이 없어지며 5년 이내 당첨자 등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제한도 없어지고, 은행권에서 3년 이하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

비율(LTV)이 50%에서 60%로 높아진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전면도입으로 해제 지역에서도 6개월간 전매

제한은 유지된다. 울산은 지난 2005년 7월 남구를 시작으로 중구(2006년

2월)와 동.북구(2006년 11월)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앞서 2003년 11월

울산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각각 지정됐으나 지난해 말 중구와 북구,

동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우선 해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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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특히

분양가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의 경우 대출 규제가 심해 계약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회사도 투기지역에서 풀릴 경우에

대비해 대출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울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전월보다 무려 4천136가구 증가한 7천672 가구로 집계돼 울산의 아파트

분양시장은 극도로 위축돼 있으며, 부동산업계는 비공식물량과 중소형

아파트까지 고려하면 최소한 1만 가구 이상이 미분양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얼어붙은 울산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다소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이번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가 울산 등 지방의 미분양 물량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 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1월 27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最古 행정사료 '1911년 민적부' 보관(문화)

울산시 울주군이 울산 관련 행정사료 중 가장 오래된 1911년에

작성된 울산 유일의 민적부(民籍簿)를 3권이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울주군에 따르면 울주군 기록관실에는 대한제국 말년에 실시된

호적법인 민적법(民籍法)에 따라 작성된 문서로 인구의 조사, 신분의

공시를 위한 문서인 민적부 8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1911년 작성된

민적부 3권은 울산에서 가장 오래된 행정사료인 것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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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민적부는 가로.세로 38㎝, 27㎝

크기에 두께만도 10㎝가 넘는다. 울주군은 이 민적부가 10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면서 종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모두 비닐로 감싸 보관

하고 있다. 이 민적부는 언양읍의 민적부로 1권당 100여 가구에 대한

가족관계 사항이 기록돼 있다.

울주군은 1911년 작성된 민적부 3권 이외에도 1916년 판과 1917년판

2권, 1920년판 2권 등도 함께 기록관실에 보관하고 있다.

이 밖에 1911년부터 1941년 사이 작성된 공동묘지대장, 분묘대장,

거주등록부 등 12종, 43점의 행정사료도 남아있는 등 울주군이 보관

하고 있는 행정사료 등 전체 기록물은 대략 15만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의 호적부였던 민적부는 현행 호적법의 효시로 1909년 3월

공포된 민적법에 따라 작성됐으며 가족신분 관계를 법률상으로 명확히

하고 동시에 전국의 호구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종래 호적제도의

결함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정현 울주군 기록관 담당은 "언양읍의 민적부는 1900년대 초 가족의

출생, 사망, 혼인, 신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중요한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며 "현재까지 폐기되지 않고 보존돼 있어 기록적인 면에서

울주군의 큰 자부심이며 오래된 문서를 접할 때마다 기록행정에 대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울주군은 현재 울산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실과 및

읍면에서 작성한 종이기록물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 2억7천

1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 2006년부터 대대적인 기록물 전수조사를

시작해 2008년 완료 목표로 DB구축사업을 진행중이다.

울주군 우하용 총무계장은 "기록문 전산화 사업이 끝나고 이후

울주군청도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희소성이 높고 역사적 가치가 높은

민적부 등 울주군의 많은 행정사료를 모아 박물관 형식의 기록물

전시관을 지어 주민에게 개방, 운영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 ● ● 2008. 1월 주요수록 안내

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51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월 28일

2008년도 제1회 미술장식품 심의(도시국)

○ 일시 장소 : 2008. 1. 28(월) 14:00, 의사당 3층 소회의실

○ 심의대상 : 7건, 10점(조각 8, 회회 2)

※ ‘07. 12. 10 ~ ’08. 1. 21까지 접수된 미술장식품

고래테마관광산업 관련 업무추진(경제통상국)

○ 마스터플랜 자문위원 간담회

∙ 일시․장소 : 2008. 1. 28(월) 11:00, 정무부시장실

∙ 참석대상 : 13명(자문위원, 관계공무원 등)

∙ 내 용 : 과업지시서 검토 및 의견수렴

2008년 1월 28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행정 전문분야 '업무달인 그룹' 지정(행정)

울산시가 올해 창의적 시정과 직원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업무

달인 선정과 함께 '행정 달인그룹'으로 지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정 가운데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의전,

보상, 회계, 예산편성 및 관리, 법제, 세무, 기록물 등에서 10명 정도의

달인을 선정하고 이들을 달인그룹으로 지정해 해당 업무의 자문과

책자발간 등의 활동을 하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2월말까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를 10개

정도 분류하고 3월부터 행정달인 그룹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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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와 함께 산업경제와 환경, 보건복지 등 분야별로 직원들이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시민생활 현장 속으로' 시책을 동시에 추진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산업경제 분야에서 기업체와 울산항 등에서 며칠 일하며 근로자와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시정과 항만의 물류 수송대책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며, 택시 및 버스기사도 체험해 운송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또 환경미화원과 하수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어려운 가정, 복지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서 직접 업무를 체험하거나 일정기간 생활하며

애로점을 파악해 업무에 반영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이밖에도 직원들의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불필요한

일 찾기 콘테스트와 규제 및 제도개선 콘테스트, 10년후 나의 모습

공모전 등을 열고 올해부터 연말에 '창의시정 페스티벌'을 개최해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발표회 등을 가지기로 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월 29일

2008년 외국인 시정모니터 위촉 및 간담회 개최(경제통상국)

○ 일시․장소 : 2008. 1. 29(화) 10:40, 3층 상황실

○ 위촉인원 : 20명(미국, 캐나다, 인도,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 11개국)

○ 주요내용 : 위촉장 수여, 임무 및 활동방법 설명, 외국인 생활불편

사항 청취, 환담 및 오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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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29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사랑의 행복온도탑 '수은주' 100도 훌쩍(사회)

울산사랑의 열매(회장 김명규)는 '나눔은 투자입니다. 행복주주가

되어주세요!'를 슬로건으로 지난해 12월1일 울산시청 광장에서 사랑의

행복 온도탑 제막식을 시작으로 진행해 왔던 희망 2008 나눔캠페인의

모금액이 현재 16억800만원을 기록, 사랑의 행복 온도탑 수은주가 100도

(목표액 15억5천만원.1도당 1천500만원)를 넘어섰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9년 연속 모금 목표액을 달성했으며 5년 연속 10억원이

넘는 성금을 모금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사랑의 열매는 "특히 이번 희망 2008 나눔캠페인은 대선 및

태안 기름유출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로 인해 나눔 분위기 조성의

어려워 모금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울산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달성한 결과라 뜻이

깊다"고 말했다.

기부단체별로는 기업 12억4천만원(76.7%), 사회.종교단체 및 학교

2억2천(13.6%), 개인 1억3천(8.1%), 공공기관 2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울산사랑의 열매는 오는 31일까지 나눔 캠페인을 마무리하고 오는

2월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로 했다.

울산사랑의 열매 곽홍순 주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울산 시민

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사랑의 온도가 103도 이상으로 올라서 진심

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남은 기간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울산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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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월 30일

합창단「관현악 창작, 재연곡 연주회」참가(문화예술회관)

○ 일시․장소 : 2008. 1. 30(수)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출연․지휘 : 140명(합창단 55, 국립합창단 45, 코리안심포니 40)

김명엽(상임지휘자)

2008년 1월 30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박상진 義士 생가 전시관' 개관(문화)

울산 출신의 독립운동가 고헌 박상진(朴尙鎭, 1884~1921) 의사의

일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박상진 의사 생가 전시관'이 30일 개관됐다.

울산 북구청은 울산시 북구 송정동 355번지 박상진의사 생가 내

곳간채 32.95㎡에 전시관 조성공사를 완료해 이날 개관했다고 밝혔다.

1억6천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어진 '박상진 의사 생가 전시관'

에는 대한광복회를 조직해 대한광복회 총사령관으로서 조국광복

활동을 한 박상진 의사의 일대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

및 영상시설 등이 설치됐다.

유물로는 공주 감옥에서 동생들에게 보낸 엽서를 비롯해 도장,

고등법원에 낸 상고가 기각돼 사형이 확정된 판결문, 청원서, 광복회의

우편마차 습격사건을 보도한 매일신문 등 6점이 전시된다.

특히 박 의사의 일생을 드라마 형식으로 꾸민 '매직 비전'과 1915년

12월 24일 경주 광명리 노상에서 일제가 징수한 세금 운반 우편마차를

탈취해 군자금을 확보한 사건을 디오라마 형식으로꾸민점 등이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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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전시관은 박 의사와 대한광복단의 주요 활동상, 독립운동

연표, 유물설명 패널, 유시 등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정보검색대를

마련, 관련 자료를 그 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해 관람객들이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했다.

생가를 지키고 있는 고헌 박상진 의사 증손인 박중훈(53) 씨는 "박상진

의사의 생가 복원에 이어 전시관 개관으로 박상진 의사의 삶이 울산

시민들의 마음속에 더욱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 '선바위교' 31일 개통(건설)

울산시는 태화강 중류인 선바위 아래 지점을 가로질러 울주군

범서읍 구영택지지구∼입암마을을 잇는 '선바위교'를 건설해 오는

31일 개통할 예정이다.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 다리는 구영택지지구∼입암.국도24호선

까지 1.74㎞ 도로 개설구간의 일부로 길이 160ｍ, 폭 20ｍ(왕복 5∼6차선)

이며, 구영택지지구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진입부 도로와 함께 0.47㎞를

임시 개통하고 전체 개설구간은 오는 10월 완공된다.

이 도로는 또 오는 2009년말까지 울산 중구 다운동 북부순환로로

까지 연결돼 범서읍 아파트단지 일대 교통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월 31일

선암댐 수변공원 준공식 개최(남구)

○ 일 시 : 2008. 1. 31(목) 14:00 ~ 16:40

※ 준공식 : 15:00 ~ 15:30(30분)

○ 장 소 : 선암수변공원(연꽃지 맞은편)

○ 참석인원 : 3,000명

○ 행사내용 : 랜드마크․시비제막식, 준공식, 연예인 초청공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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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3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日 자동차부품업체 '하이렉스' 울산 진출(경제)

최첨단의 기술력을 가진 일본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 하이렉스

(HI-LEX)가 울산에 진출한다.

박맹우 울산시장과 데라우라 마코도(寺浦 實) 하이렉스 회장은

31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투자양해각서에 조인하고 하이렉스가 1천

200만 달러를 투자해 울산공장을 신설하고 시는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하이렉스는 울산시가 조성중인 북구 효문동 모듈화일반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GM대우 등에 납품할 예정이며, 초기 5년간 연평균 192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72억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18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하이렉스는 자동차의 컨트롤 케이블과 윈도우 모듈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천 남동공단에 한국법인인 대동하이렉스㈜가

입주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나 공장부지가 좁아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

왔다.

하이렉스는 울산에 초기 1천200만달러 투자와 함께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며, 울산시는 공장 인허가 지원과 함께 모듈화일반산업단지를

분양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을 충족시킬 경우 국세와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도와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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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현대자동차 노사 '이웃돕기' 13억 쾌척(사회)

해마다 지역의 불우이웃을 위해 앞장서서 꾸준히 도움의 손길을

전해온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도 설을 앞두고 11억원의

사회복지기금과 2억2천만원의 학생 급식비 성금을 각각 전달했다.

현대중공업은 31일 박중순 전무와 오종쇄 노조위원장이 울산시청을

방문해 박맹우 시장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1억원의 사회복지기금을

내놓겠다는 사회공헌증서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기금은 자매결연을 한 지역 소년소녀가장 45가구를 비롯해

34개 학교의 결식학생, 생계가 곤란한 40개 가구, 무료급식소 20개소,

경로당 56개소 등에 고루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 1995년부터 14년간 사회복지기금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지역 170여개의 사회 복지시설과 불우가구와 자매결연을

한 뒤 매월 정기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고 설이나 추석에는 학교와

군부대 등을 찾아 위문행사를 펼치는 등 지금까지 135억5천여만원의

성금을 전달해 왔다.

오종쇄 노조위원장은 "세계 일류기업으로서 공익적 책무에 걸맞게

앞으로도 노사가 합심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윤여철 사장과 윤해모 노조위원장 등 노사

대표도 이날 울산시교육청을 방문해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 지원

성금으로 2억2천만원을 전달했다.

현대차는 "이번 급식비 성금을 위해 임직원들이 나서 모금운동을

통해 마련하거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 모은 성금도 포함돼

따뜻한 이웃사랑의 정을 더해주고 있다"며 "이 성금은 새 학기부터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급식비로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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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2월 1일
 

시립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회의(문화체육국)

○ 일시 장소 : 2008. 2. 1(금) 10:30, 3층 상황실

○ 대 상 : 18명(위원장 양명학)

○ 내 용 : BTL 협상 추진상황 보고, 설계 유지관리 분야 자문

○ 향후계획 : 회의결과 검토 반영

실외 금연구역 지정 시민만족도 조사(복지여성국)

○ 기 간 : 2008. 2. 1 ~ 2. 3(3일간)

○ 장 소 : 울산대공원 정문광장

○ 조사대상 : 공원이용 시민

○ 조사방법 : 현장 투표식 조사

○ 조사내용 : 금연공원 인지도 및 확대 찬반 의견

2008년 2월 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북구 '이화경로당' 준공(복지)

울산시 북구 중산동의 '이화경로당'이 2일 준공했다. 이화경로당은

울산시 북구 중산동 682-2번지 307㎡ 부지면적에 건축 면적 138.85㎡,

연면적 198.20㎡ 2층 규모로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주방을 비롯해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울산 북구청은 특별교부금 1억7천5백만원을

사업비로 투입해 지난해 10월 16일 경로당을 착공한 후 100여일 만에

경로당을 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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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이화마을 주민들은 이날 준공식에서 강석구 북구청장과 윤두환

국회의원, 울산광역시의회 이방우 의원 등 7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화경로당이 안락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자리매

김해 지역 어르신들이 언제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정담을 나누는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과 다양한 여가 선용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노인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첫 女소방간부 정수현 소방위(행정)

울산 최초의 여성 소방간부가 탄생했다. 울산 중부소방서 예방

안전과에서 예방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수현 소방위(47)가 그

주인공, 2월 1일 자로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승진한 그는 지난 1985년

소방공무원직을 시작해 오랜 시간 '금녀'의 영역으로 간주돼 온 소방

공무원 생활을 20년 넘게 해 온 베테랑 소방관이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을 살려 주로 소방안전캠페인 등

예방홍보 업무를 담당해 왔지만, 2000~2003년에는 울산 남부소방서

삼산파출소의 부소장으로 근무하며 화재진압 현장에서 화마와 싸우기도

했다.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하는

그는 이번 승진으로 울산의 여성소방 공무원 37명 중에서 명실상부한

'최고위직' 소방관이 됐다. 현재 전국의 여성소방공무원은 1천300여 명

가량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수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위 이상 간부급은 44명 정도에 불과하다. "처음 제가

임용됐을 당시보다 여성 소방공무원이 많이 늘었어요. 근무조건도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여성 소방 공무원들이 근무하기에는 힘든 직장이

소방공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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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방본부 여성 소방직원 중 '맏언니'인 정 소방위는 "열정 하

나만 믿고 뛰어든 여직원들에게 편견과 선입견의 벽이 아직도 너무

높다"며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이 슈퍼우먼은 안되더라도 제대로

인정받고 승진도 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3월 군에 입대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이기도 한 정 소방위는

"아들 딸도 엄마가 직업 소방관이라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러워 한다"며

"'울산 최초의 여성 소방간부'라는 타이틀에 안주하기 보다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여성 소방관 특유의 장점을 살려 화재 예방과

소방 발전에 공헌하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2008년 2월 3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행정혁신사례집 '세계로..' 발간(행정)

울산시는 그동안 추진해온 시정혁신과 고객만족 행정의 우수 사례

들을 모은 '광역시 10년! 세계로 도약하는 울산'을 펴내 시와 구․군,

사업소, 각급 기관, 시민단체 등에 배포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이 책은 지난해 추진한 시정혁신 및 고객감동

행정 우수사례 50건을 선정해 1장 고객만족을 넘어 감동의 시대로,

2장 내부의 혁신바람, 3장 시민과 함께하는 창의시정, 4장 열린시정

믿음을 주는 행정 등으로 나눠 실었다.

울산시가 오래된 아파트의 벽면 도색과 디자인을 새로해 주어

주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는 시책을 '아파트 벽면에 감성 메이크업을'

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사업실적과 사례, 언론평가, 향후 활용방안

및 발전계획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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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기업지원 시책은 '기업이 살아야 도시가 삽니다' 에서 지역

산업현황과 기업사랑운동, 기업민원처리센터와 중소 기업 애로 해소

추진협의회 운영, 저렴한 공장용지의 공급, 찾아가는 기업민원서비스

시행, 시청간부 기업체 현장 방문의 날 운영, 공무원 경제교육 등

결실있는 부문을 소개했다.

또 울주군 상북면사무소가 주민등록 공부에 있는 사진을 스캔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해 옛 모습을 떠올리거나 부모님 젊었던 시절의 사진을

찾아주어 호응을 얻고 있는 '추억의 옛사진을 찾아 드립니다'도 재미

있게 소개했다.

이밖에도 성공을 거둔 중구청의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 시의 인사

혁신과 탈 권위주의, 시와 상공회의소의 기업 메세나 운동, 태화강 둔치

꽃단지 조성, 북구의 분양가자문위원회 설치, 시의 계약심사제도 등도

소개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저소득층 유아 학비' 127억 지원(복지)

울산시교육청은 저소득층의 유아 교육비를 지원하는 '2008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유아학비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127억 7천만원을 지원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2.2%(96억6천만원)를

더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혜택을 입는 학생 수도 지난해 6천958명에서 19.1%

늘어난 8천29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398만원 이하로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에게 최고

매월 18만5천원까지 학비를 지원한다.

만 5세 아동의 경우 사립은 매월 16만7천원 이내, 공립은 매월

5만5천원 이내의 무상교육비를 균등 지원하고, 만3, 4세 아동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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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2월 4일
 

설 연휴 기간중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환경국)

○ 기 간 : 2008. 2. 4 ~ 2. 10(7일간)

○ 주요내용

∙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및 취약지 환경순찰 강화

∙ 환경민원 신고 접수․처리 (신문고 128), 환경오염사고 관리 등

2008년 2월 4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여성유권자울산연맹 '여성공천 30%' 촉구(정치)

(사)한국여성유권자 울산연맹(회장 최정자)은 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8대 총선에서 각 정당은 여성공천 30%

할당 의무화를 명시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연맹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각 정당은 여성공천 할당 의무화를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것은 물론 여성후보를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전략 공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세계가 여성을 새로운 리더십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분야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대표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각 정당의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 심사위원도 50%를 여성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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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엄창섭 울주군수 징역 6년 선고(사회)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5일 관내 업체 등

으로부터 공사 발주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수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엄창섭(68) 울산시 울주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형, 추징금 3억5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엄 군수는 금고 이상의 이 같은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며, 울주군은 현재 신장열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이 선고한 6년 형은 지난해 6월 공사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된 강종만 전남 영광

군수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구속기소된 건

설업자 김모(47)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 뇌물을 받아 군수에게

건넨 혐의(뇌물수수방조)로 기소된 전 군수 비서실장 최모(40)씨에 대

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울주군

공무원 김모(57)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설계업체와 쓰레기 수거업체 엄모(39)씨와 최모(44)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 피고인은 울주군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민선군수로 엄정하고 적법하게 업무를 해야함에도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고 직무와 관련된 업체들과 돈거래를 하고 뇌물 3억천5천여

만원을 받은 것이 인정되는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기형 또는

10년 이상 형량의 대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40년 이상 공직을 수행

하고 군수재직시 군을 위해 기여한 점, 군민들이 탄원하는 점, 고혈압

등 병증상이 있어 수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기를 감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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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엄 군수에 대해

징역 12년, 추징금 6억4천여만원을 구형했다.

엄 군수는 2003년부터 2004년 초 자신의 비서실장 최씨 등을 통해

설계용역업체 등 업체 3곳으로부터 5억여원을 받고 2006년에는 울주군

공무원으로부터 사무관 승진 청탁과 함께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10일 구속기소됐으며, 7일이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2월 6일
 

설 명절연휴 비상진료대책 운영(복지여성국)

○ 기 간 : 2008. 2. 6 ~ 2. 10(5일간)

○ 대 상 : 514개 기관

※ 응급의료기관 55, 병 의원 437, 공공보건기관 22

○ 상황실 운영 : 연휴기간 비상진료 상황근무(1일 2명)

○ 방 법

∙ 지역별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지정 운영 및 홍보

∙ 구 군 보건소, 보건지소 순환 비상진료

∙ 1339 응급의료센터를 통한 비상진료 안내

2008년 2월 6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주군, 현장 민원행정 우수 읍면에 '포상금'(행정)

"현장에서 우수한 민원행정을 펴는 읍면에 상금을 드립니다. "울산시

울주군은 올해부터 민원행정 추진 실적이 우수한 읍․면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우수 읍.면 및 공무원 시상식'을 갖는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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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이 시상식을 통해 읍.면간 및 민원행정 공무원간에 경쟁을

유도하고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보다 질 높은 주민만족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상식은 민원행정 지도 점검을 통해 연중 5월이나 10월께 두차례

실시하며, 우수 읍.면 한 곳을 선정해 기관 표창 및 시상금 5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우수 읍.면으로 선정된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군수 표창 및 선진지 견학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울주군 민원지적과 이주한 담당은 "읍면 일선 현장에서 민원인과

직접 부딪히며 행정을 보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 읍․면

시상식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며 "인구수 및 민원 처리 건수를 감안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8년 2월 7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中企 수출지원시책' 적극 홍보(경제)

울산시는 올해 추진할 중소기업 수출지원 시책을 책자 배포나 기업체

방문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7일 시에 따르면 각종 수출지원 시책을 소개한 홍보물을 제작해

이달 말까지 지역의 710여개 수출 및 무역관련 중소제조업체에 발송할

계획이다.

이 홍보물에는 시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국내외 전시 및 박람회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현장 밀착형(전자무역) 수출지원,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해외시장 조사 및 세일즈 출장, 통․번역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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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외홍보(광고) 지원, 해외 유명규격인증 획득, 해외특허 출원

비용 지원,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및 전시․박람회

참가 업체 사후관리 시책과 시의 2010년 수출목표 1천억달러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수출증대가 요구된다는 당부의 글도 실었다.

시는 이와 함께 신규 수출업체를 발굴하기 위해 국제협력과 통산

진흥담당 등이 관련 중소기업 300여개사를 방문해 시의 수출지원시책을

설명하고 애로사항과 지원시책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이 2010년 수출 1천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수출구조가 대기업 중심이어서 중소기업의 수출증대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애로

사항과 개선방안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08년 2월 8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중소벤처기업 기술정보 지원 추진(산업)

울산시는 기술정보 인프라가 열악한 중소.벤처기업에 기술연구

기획에서부터 제품생산까지 단계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8일 시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공동으로 올해

7천여만원을 들여 지역의 50여개 중소.벤처기업에 핵심기술 연구기획

에서부터 제품생산까지 단계별로 기술문헌 정보와 특허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전문가가 업체별 상담채널을 구축해

기술정보 조사분석, 기술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문헌제공, 기술정보

활용 및 현장맞춤형 교육 등을 담당할 예정이어서 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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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9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권위주의 행정' 쏙 빼냅니다(행정)

권위주의 청산에 앞장서 온 울산시는 올해 추진할 '탈 권위주의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청산과제는 ▲행사개회식 간소화 ▲시상식의 관

중심에서 수상자 중심 개선 ▲공문서 수신자 존칭표기 ▲'실무자 직접

시장결재 받는 날' 운영 ▲행사 때 기관장 및 선출직 초청인사 앞줄관행

타파 ▲공무원 1인 1자원봉사활동 참여 등이다. 또 ▲회식 자리 음주

문화의 개인의사 존중 ▲정례조회 및 석회 운영방식 개선 ▲개인별

업무안내판 비치 ▲정례조회 때 직위에 관계 없이 '공무원 윤리헌장'

낭독 등도 과제로 선정했다.

개회식 간소화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내빈의 축사와

격려사, 환영사 등을 생략하고 하더라도 2∼3분 이내로 제한해 참석자의

지루함으로 해소하며, 시상식 때는 수상자가 직접 청중을 보면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무자가 월1회 시장의 결재를 직접 받도록 하는 것은 실무자가

시장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해 긍지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행사 때 기관장과 선출직 초청인사들이 무조건 맨 앞줄에

앉던 관행도 행사의 성격과 주체에 맞는 인사들을 앞에 앉도록 할 방침이다.

음주문화의 개선은 개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무조건 술을 마시도록

하던 관행을 탈피하려는 것이고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정례조회 운영방식의 개선은 딱딱하던 행사를 음악이나 대화가 있는

자리로 바꾸려는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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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인별 업무안내 표지판 비치는 민원인이 사무실 입구에서부터

업무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며, 정례조회 때

실국장이 낭독하던 공무원윤리헌장을 직급별, 동호회별, 부서별로

돌아가며 낭독해 헌장의 의미를 모두가 되새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권위주의는 상하간 책임전가에 급급하기 쉽고 변화에

둔감해 보신적 행태의 해이한 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많다"며 "직원

들이 '내가 바로 시장'이라는 자세로 권한과 책임,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건강한 조직과 시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행정을 위해 탈 권위주의

대상을 꾸준히 발굴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2월 10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광역경제권' 대응 TF 구성(행정)

울산시는 새 정부가 추진할 광역경제권 구축사업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시와 울산발전연구원과 울산테크노파크, 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TF는 경제통상국장을 총괄로 하고 경제정책과장과

산업진흥과장, 경제정책담당 등 시청직원 8명과 울산발전연구원 2명,

상의와 테크노파크 각 1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TF는 광역경제권 구축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 정보수집과 광역

경제권 재편 대응방안 마련, 지역특화산업 발전전략 수립, 광역경제권

연계사업 발굴, 타 시도와의 협력체계 구축, 경제자유구역 지정 검토

등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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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참여 기관별로 나눠 시가 동남경제권 핵심 클러스터 구축 전략을

수립하고 울산발전연구원과 테크노파크는 동남권 연계사업 및 지역

특성화사업을 발굴하며, 상의는 지역내 경제기관과 단체의 동향 파악과

기업체의 의견수렴 등을 맡기로 했다. TF는 새 정부의 광역 경제권

구축의지가 확고함에 따라 수시로 협의를 갖고 3월초까지 연계사업과

지역특성화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울산 대암댐 하류에 공원 5만㎡ 조성(환경)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단장 변두균)은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대암댐 하류에 자연친화형 공원과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15억원을

들여 대암댐 아래 5만㎡의 부지에 다목적 대형 운동장 1곳과 파고라 등

댐마루 전망대, 식생복원지, 배드민턴장을 짓기로 했다.

변두균 단장은 "취수능력 증대를 위해 현재 댐 옆에 보조로 물을

뺄 수 있는 여수로 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며 "여수로 설치때

발생하는 사토를 댐 하류에 매립해 자연친화형 식생복원지와 주민들을

위한 운동장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암댐은 지난 69년 만든 공업용수 전용댐으로 77㎢의 면적에

950만㎥의 물을 담을 수 있고 둑의 길이는 318ｍ, 너비는 27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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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2월 11일
 

범서읍 청사 건립공사 시행(울주군)

○ 위 치 :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442-2 (구 청사 부지)

○ 공사개요(사업비 : 4,997백만원)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2,875㎡)

○ 추진사항 : 2008. 2. 11 입찰시행

※ 임시청사 : ‘08. 2. 4 범서종합복지관에서 업무개시

2008년 2월 1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명품 소나무' 서울 남산에 시집간다(사회)

서울 남산에 울산의 명품 소나무가 심어진다. 울산시는 11일 서울

남산의 '팔도 소나무 단지'에 지역에서 자생하는 명품 소나무 5그루를

가려 심을 계획이리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조성된 남산의 팔도 소나무 단지에 울산의

소나무를 심기로 서울시와 협의했으며, 이에 따라 지역에서 자생하는

높이 6∼8ｍ, 둘레 35∼50㎝ 정도의 수형과 기품이 뛰어난 소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사)울산생명의 숲 운동본부와 함께 이달 말까지

기업체와 조경업체를 대상으로 헌수 및 헌금운동을 벌이기로 했으머,

4월 초께 헌수․헌금에 동참한 업체와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나무를 심기로 했다.

헌수 및 헌금자에 대해서는 시가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하고 소나무 표지석에 명단도 새겨넣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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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 소나무 단지는 산림청과 서울시가 지난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남산공원 한남지구 2천여㎡에 조성해 15개 시도의 소나무 5그루씩

모두 75그루를 심었으며, 당시 울산은 광역시로 승격되지 않아 참여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남산에 울산 소나무가 심어지면 산업수도의 위상을

국내외에 드높이고 시민들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될 것" 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시민 응원가' 가사 공모(문화)

울산시는 11일 시민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제2의 시가(市歌) 겸

응원가를 제작하기 위해 가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3월2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사를

공모하며, 작품 수는 제한 없이 울산의 지역적 특성과 정서를 잘 반영

하면서 시민들이 즐겨 부를 수 있도록 발성이 쉽고 편안한 단어를

사용하면 된다.

시는 기획관실에서 응모작을 접수한 뒤 응원가선정 위원회가 당선작

(최우수작)을 선정해 500만원을 시상하며, 가작 1편 50만원과 응모자

전원에게 문화상품권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당선작이 선정되면 전문가에게 의뢰해 쉽고 흥겨운 곡을 붙여

오는 7월부터 보급, 각종 문화.체육행사 때 응원가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의 시가는 미래의 희망을 담으려다 보니 가사가

딱딱하고 곡도 흥겹게 부르기 쉽지 않다"며 "갈수록 많아지는 문화.

체육행사 때 응원가처럼 다같이 부르며 단합할 수 있는 곡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울산시가는 장태주 작사, 김봉호 작곡의 4분의 4박자로 '가지산

뻗어내린 정기를 받아 겨레의 높은 기상 지켜 온 울산..'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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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08 기업사랑운동' 과제 선정(경제)

울산시는 올해 추진할 기업사랑 운동의 5대 중점과제와 30개 실천

사업을 11일 확정했다.

시에 따르면 중점 추진과제는 기업 우선의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산업인프라 및 기반시설 확충, 기업지원 내실화 및 투자유치 지원, 노사와

시민이 함께하는 기업사랑운동,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이다.

기업 우선의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시책 발굴, 창업 및 공장설립기간 단축, 기업대표자 시정업무추진협의회

구성, 기업대상 지적측량 민원 상담센터 설치운영, 공무원 경제교육,

기업체 현장방문의 날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인프라 및 기반시설 확충 과제로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산업

용지 확보, 화학혁신단지 조성,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등을 추진하고

기업지원 내실화 및 투자유치 지원 과제로는 국가산업단지 수돗물

공급, 해외시장 개척 지원, 길천산업단지 버스산업 메카 육성,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향상 등을 추진한다.

또 노사와 시민이 함께하는 기업사랑운동 과제로는 무분규 원년의 해

달성과 주력 산업의 날 내실화, 울산산업문화축제 개최, 기업체 현장

문화공연 등을 추진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과제로 우리 농산물

사주기와 기업과 농촌의 자매결, 1사1하천 가꾸기 내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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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2월 12일
 

청소년문화존 운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2. 12(화) 14:00

○ 장 소 : 시청 재난상황실(4층)

○ 참석대상 : 8명(위원)

○ 주요안건

∙ 2008년도 청소년문화존(시 대표존) 운영단체 공모 심의

시립박물관 BTL협상 중간보고회 개최(문화체육국)

○ 일시․장소 : 2008. 2. 12(화) 10:30, 3층 상황실

○ 참석인원 : 20명(市 관계관 및 우선협상대상자 등)

○ 주요내용 : 건축, 전시, 조경 등 협상결과에 대한 보고

2008년 2월 12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1조원대 '특급 도시녹화사업' 추진(환경)

울산시는 산업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제3차 도시녹화 5개년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 기간에 총 1조378억원을 들여 656만 그루의

나무와 초화류를 심으며, 이 가운데 공원조성과 도로변 녹화사업에

필요한 353만그루는 시비와 국비 및 공영개발 이익금 등 8천 241억원을

들여 직접 심고 303만 그루(2천137억원)는 시민 참여와 기업체의 공장

녹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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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먼저 도로변 녹지 공간을 확충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심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번영로와 산업로 등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 6개 노선 15.78㎞의 인도에 가로수를 2열로 심어 나무터널을

만든다.

이를 위해 올해 번영로(중구 효문역∼남구 야음삼거리)부터 가로수를

심기로 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수종 선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

으며, 가로수 아래에는 어린 관상목이나 초화류, 덩굴식물 등을 심을

예정이다.

동구지역 주 진입도로인 아산로(명촌교∼현대자동차 수출부두

입구)에도 4.3㎞의 철제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폭 1.5ｍ의 화단을

만들어 아까시나무 등 9종의 나무와 초화류, 덩굴식물을 심고 해안과

맞닿은 도로변에도 나무를 심는다.

또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인도에 나무를 심어 생태산업단지로 만드는

'그린웨이'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온산공단내

인도 15㎞, 13만5천여㎡의 보드블럭을 모두 철거하고 해송 등 오염에

강한 각종 나무와 초화류 등을 심어 생태 숲을 조성하며, 올해 1㎞의

시범구간을 선정해 발주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덩굴식물 100만그루 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10년에 완료하고 울산대공원과 야음공원, 국도

7호선, 방어진순환도로, 국도24호선 등에 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어

도시숲과 산림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울산시는 제2차 도시녹화 5개년계획(2003-2007) 기간에 2천

904억원을 들여 753만그루(당초계획 551만그루), 제1차 도시녹화계획

(1993-2003) 때는 1천413만 그루의 나무와 초화류를 각각 심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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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테크노파크 기획단장 양홍근씨 임용(사회)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는 12일 공석중인 전략산업기획단장에

양홍근(52) 박사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신임 양 단장은 울산출신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전자재료

공학박사 학위를 받고 삼성반도체와 삼성SDI 등 기업체에서 20여년간

근무했으며, 구미전자기술연구소장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양 단장은 "울산은 핵심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이 주변과

연계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외부 기관과의

공동연구와 기술교류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기술을

갖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2월 13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명품 한우브랜드 '햇토우랑' 적극 육성(경제)

"울산의 명품 한우브랜드 '햇토우랑'을 아십니까?" 울산시는 지역의

한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브랜드화 하기로 하고 '햇토우랑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햇토우랑은 우리 땅에서 우리 햇살을 받고 태어나

혈통과 육질이 좋은 한우를 일컫는 말로 햇살의 '햇'과 토양의 '토', 한우의

'우'에다 함께 어울린다는 '랑'을 결합해 순수 한우를 뜻하는 말이다.

시는 올해 3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축협과 농가의 햇토우량 브랜드화를

지원해 고급육 생산에 필수적인 3통(혈통, 사료, 사양관리 통일)과 3정

(정품, 정량, 정시 생산) 및 유통단계별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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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는 고급육 생산 출하에 1억7천만원, 혈통송아지 생산 공급에

1억5천만원, 초음파 생체 육질 진단장비 확보에 3천만원 등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시민공모를 통해 한우브랜드로 '햇토우랑'을 선정해

이미 특허출원 했으며, 오는 10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브랜드

전시회와 경진대회 등에 참가하도록 지원해 한우농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명품한우를 홍보할 계획이다.

울산시장 "울산 '새 100년 터전' 다지겠다"(행정)

박맹우 울산시장은 13일 시의회 제1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

연설을 통해 "올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 새로운 100년의

터전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해 첨단 지식산업을

유치하고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세계적인 응용과학 특성화대학으로

육성하며, 울산혁신도시를 경관 중심의 그린에너지폴리스로 건설해

친환경 에너지산업 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략산업 육성과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해 국가경쟁력의

견인차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산업단지 1천만㎡ 추가조성과 기업

사랑 운동의 범시민운동 정착, 기업민원 최우선 해결, '노사 무분규

원년의 해' 달성, 규제개혁 및 기업여건 개선 등을 실천사례로 들었다.

또 "울산을 생태환경도시의 모범으로 만들기 위해 에코폴리스 울산

추진과 덩굴식물 100만그루 심기,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및 도심공원

조성, 태화강 마스터플랜 추진, 악취 등 생활환경 개선, 전국 최고

수준의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을 등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이어 "기업메세나 운동의 확대와 시립박물관 건설, 태화루

복원 등을 통해 삶의 질이 드높은 도시문화를 창출하고 이와 함께

시가지 간선도로망 확충 등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망 구축과

함께 효율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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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2월 14일
 

첨단분석기술 세미나 개최(보건환경연구원)

○ 일시․장소 : 2008. 2. 14. 14:00 ~ 17:00(지하1층 대회의실)

○ 대 상 : 공공기관 분석관련 담당자(연구원, 하수처리장 등)

○ 주 관 : 영인과학(주)

○ 내 용 : GC 검출기의 종류 및 응용, 유지보수, 칼럼선택

2008년 2월 14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KTX 울산역 주변 '자족형 신도시' 개발(건설)

울산시가 경부고속철도(KTX) 울산역 역세권 신도시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KTX 울산역이 들어서는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와

교통리 일대 86만6천927㎡를 오는 2013년까지 교통편의를 우선으로

하고 주거와 상업기능은 물론 경관녹지를 확보한 자족형 신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태화강 상류변을 따라 이어지는 신도시에는 울산역을 중심으로

종합환승센터와 공공청사, 주차장이 건립되고 주변 상업용지에 전시

컨벤션센터와 호텔, 백화점, 주상복합건물 등이 들어서며, 그 배후에

주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종합환승센터는 역사 인근에 건립해 KTX로 울산역에 도착한 방문객

들이 이곳에서 버스와 택시 등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울산시내와 인근 부산, 양산, 김해 등지로 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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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역세권 진출입 차량을 위해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국도24호선과

연결하는 IC를 설치하고 역세권 ∼삼남면 교통지구를 잇는 고가도로와

도시 중앙에 폭 40ｍ의 대로를 각각 개설하며, 역 주변 일부 주상복합

건물의 2-3층을 연결하는 스카이웨이를 가설해 상업지역에서 쉽게 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역 주변과 대로변의 상업용지에는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 백화점,

주상복합건물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신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태화강변을 따라 폭 30∼50ｍ의

수변공원과 녹지를 조성하고 중앙대로변의 가로수를 2열로 심어 나무

터널을 조성하며, 강변과 인근 야산이 연결되는 녹지축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도시공사에 맡겨 진입도로와 종합환승센터 등 기반시설을

울산역이 개통되는 2010년까지 우선 건설하고 상업용지 등은 2010년에

착공해 2013년까지 모두 완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체 면적 가운데 현재 KCC언양공장이 자리잡고 있는 10만

716㎡는 유보지로 분류해 2013년 이후 공장을 이전시키고 2016년까지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울산 1월 무역적자 11억달러, 월별 사상최대(경제)

울산이 지난달 월별 사상 최대치인 11억4천만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울산세관은 지난달 울산지역의 수입은 고유가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원유의 수입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달 보다 45% 증가한 62억7천

300만달러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또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달 보다 19% 증가한 51억3천300만

달러를 기록, 적자 폭이 사상 최대치인 11억4천만불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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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무역수지는 지난해 7월 1억6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후 5개

월간 흑자를 이어오다 지난달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울산세관은 지난달 수입은 원유 등 주요 에너지원의 단가가 급상

승하면서 크게 늘어나 석유와 자동차, 화학제품 등 지역 주력산업의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졌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울산세관을 통한 조세 징수 실적은 5천23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 보다 4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2월 15일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이사회 개최(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2. 15(금) 10:30, 정부중앙청사 별관 대회의실

○ 참석대상 : 17인 (이사 15, 감사 2) ※ 행정부시장(이사) 참석

○ 주요내용

∙ 조직․정원 및 인력확보계획(안), ‘08세입세출예산(안) 심의

∙ 기타 공사 추진현황, 대학 홍보계획, 교직원 채용계획 보고 등

생태공원(2단계) 기본계획 용역 관련 세미나 개최(환경국)

○ 일시․장소 : 2008. 2. 15 ~ 2. 16 (2일간), 마우나 리조트

○ 참석대상 : 18명 (행정 5, 전문가․교수 6, 용역업체 3명 등)

∙ 서울대 이동근교수 등 생태공원․하천분야 전문가 참여

○ 중점논의사항

∙ 도심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기본방향 설정

∙ 생태공원 공간계획 및 도입시설의 범위 등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

○ 추진계획 : 생태공원 기본계획(안)에 대한 내부 의견수렴 (2월중)

→ 시민 설명회 (3월) → 용역완료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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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15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과기大 7개 학부 3개 대학원으로 출범(교육)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조무제)는 15일 정부중앙

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8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대학의

학사조직을 7개 학부 및 기초과정부, 3개 대학원으로 하는 편제안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모두 17명의 이사 가운데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회

에서는 대학 부설기관으로 중앙기기센터와 언어교육원을 두고 별도의

첨단기술연구원에 나노.생명연구소, 에너지.환경연구소, 첨단신소재연

구소, 인공지능(로봇)연구소, 자동차.디지안공학연구소 등 5개 연구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학본부는 기획연구처와 교무처, 입학학생처, 사무처, 학술정보처 등

5처, 12팀으로 조직해 대학행정을 이끌도록 했다. 전임 교원은 최대

257명까지로 하고 정원의 70%인 180명은 오는 2010년 편제 완성연도

까지 유지하기로 했으며 행정직 정원은 71명, 조교 정원은 53명, 사

무보조원 정원은 58명으로 각각 구성했다.

또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울산시의 출연금과 경동도시

가스의 장학재단 설립 기금 등을 포함해 117억2천여만원으로 편성해

내부 인프라 구축, 내년 개교 준비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행정직 팀장(4급)은 울산학성고와 부산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울산시교육청 공무원, 부산대 인문대 행정실장 등을 역임한

김규환(金圭煥.51)씨를 임명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임원.교직원 보수 책정안과 2008년도 회계연도예산안은 다음 이사회때

심의를 하기로 했고 조직, 정원 및 인력확보 계획 등 5개안은 이날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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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환경보호協 사단법인으로 '새출발'(환경)

사단법인 환경보호협의회가 울산지역의 환경단체로 새출발을 시작했다.

환경보호협의회는 15일 울산시 남구 옥동 보건환경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보호협의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 단체는 올해로 창립 12주년을 맞은 울산지방검찰청 환경보호

위원협의회가 해체되고 사단법인으로 새로 출범하게 된 환경단체이다.

환경보호협의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사단법인 설립 준비작업을

시작한 지 석달만인 이번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으며, 이번달 중으로

환경부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정식 활동하게 된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환경보호협의회의 초대 회장에 현재 울산지검

환경보호위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도문(朴道文.65) 대원그룹

회장이 선임됐고 나머지 7명의 등기이사도 뽑혔다.

출범 초기 44명의 각계각층 인사로 운영되는 환경보호협의회는

기존의 환경보호위원협의회의 활동영역이던 울산, 양산은 물론 울산과

인접해 있고 주요 공단이 들어서 있는 경주지역까지 활동범위를 확대했다.

환경보호협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사단법인을 설립하게 된 경위는

지난 12년간 운영해온 환경보호위원협의회의 활동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영속적인 조직으로 한 단계 높은 방향으로 발전을

위해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도문 초대 회장은 "울산지검 환경보호위원협의회가 이제 3개

관할지역을 활동무대로 삼아 환경부의 감독을 받는 사단법인으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산학관이 함께 협력하는 선도적 환경단체로서

산업도시 울산과 전통문화도시 경주, 자연환경이 수려한 양산을 아우르는

친환경 생태도시 벨트를 가꾸어 나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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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16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과학고 개교 2년만에 '과반' 조기졸업(교육)

울산과학고등학교가 개교 2년 만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 가운데

2학년을 마친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이 조기졸업을 하며 명문대에 진학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울산과학고등학교는 지난 15일 도임자 교장을 비롯해 교사 20여명과

졸업생 37명, 재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미 깊은

첫번째 졸업식을 가졌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2학년을 마친 60명의 학생 가운데 절반이 넘는

37명이 학교를 1년 먼저 떠나는 조기졸업의 영예를 안았다.

조기졸업을 한 학생들은 KAIST 13명, 서울대 5명, 포항공대 2명

등 37명 모두가 명문대에 진학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들이 명문대 입학과 함께 조기졸업이 가능했던 것은 각종 과학

올림피아드와 전람회, 경진대회 등에 출전해 거둔 우수한 성적 때문,

학교측은 "우수 영재들만의 경쟁에 따른 내신 성적의 불리함과 신설

학교라는 단점을 극복하고 이뤄낸 성과여서 이번 첫 졸업생 배출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울산과학고가 이처럼 작지만 풍성한 졸업식을 갖게 된 것은 교사와

학생의 공부에 대한 열정, 학부모의 높은 관심도 등이 어우러졌기 때문

으로 분석된다.

도임자 교장은 "개교한 지 2년 밖에 안됐지만 2학년들이 내신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 명문대에 진학한 것 같다"며

"오늘은 울산과학고가 그 전통의 탑을 한단 쌓아 올리는 뜻깊은 날로,

앞으로도 울산과학고가 최고의 명문으로 자리잡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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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2월 17일
 

울산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개최(문화체육국)

○ 일시․장소 : 2008. 2. 17(일) 09:00, 문수실내수영장

○ 참가인원 : 1,000명(경영)

○ 주 관 : 울산광역시 수영연맹(회장 : 황종석)

2008년 2월 17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태화강 마스터플랜' 정상 추진중(환경)

태화강의 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을 위한 울산시의 '태화강 마스터

플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모두 4천934억원을 투입해

2014년 완료목표로 48개 사업의 태화강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개 사업을 완료하고 23개 사업을 추진중이며, 나머

지는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언양하수처리장 건설과 물흐름 정체구간 해소,

태화강 유입 생활오수 차단, 생태공원 앞 자연형호안 조성, 강바닥

퇴적오니 준설, 강변 경관관리계획 수립.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 등

8개 사업을 완료했다.

또 건천화 하천의 수생태계 복원과 녹.적조 방지, 지천 환경개선,

빗물 저류시설 설치, 어도 조성, 여울 조성, 백리오솔길 조성, 선바위

수변공원 조성, 언양하수처리구역 지선관거 부설, 자연형하천정화,

둔치 초화류 식재 등 23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 ● 2008. 2월 주요수록 안내

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87

중구 둔치 생태주차장 조성과 십리대밭교 설치, 소규모 주민편익

시설 도입, 국가하천구간 자전거 순환도로망 조성, 수상레포츠공간

조성, 물환경관 건립, 태화루 복원, 태화강물축제 개최, 태화강 역사

문화체험 탐방로 조성 등도 추진중이거나 연례행사화 하고 있다.

굴화하수처리장 건설 등 17개 사업은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만으로도 강 상류는 물론 하류까지

1급수 기준에 육박하는 등 수질이 크게 개선된 가운데 매년 수영대회 등

태화강 물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생태공원(십리대숲)과 둔치 꽃단지,

산책로 등이 조성돼 태화강이 생태환경 도시의 상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마스터플랜을 목표 2014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태화강을 깨끗한 강, 건강한 강, 친숙한 강, 역사문화가 있는 강으로

개발해 울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2월 18일
 

신일반산업단지 선투자 협약 체결(경제통상국)

○ 일시․장소 : 2008. 2. 18(월) 11:30, 상황실

※ 시장님 환담 (11:10 ~ 11:30, 시장실)

○ 참석대상(15명)

∙시(8명) : 시장님, 경제통상국장, 투자지원단장 등

∙시공사(7명) : 현대건설(주)외 6개 시공사 대표

○ 협약내용 : 사업계획, 시 지원사항 및 상호협의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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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18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민예총 새 지회장 이태웅씨(문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울산지회의 5기 지회장에 현 이태웅(55)

회장이 선임됐다.

민예총 울산지회는 지난 16일 울산사회문화원 강당에서 개최한 제

9회 정기총회에서 현 이 회장을 새 회장으로 선임하고, 사업 및 결산

보고의 시간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장은 "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행사 위주의 공연 문화를 활성화

시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 '수준별 수업' 전면 확대(교육)

울산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중고교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전면 확대

하고 수업 내용도 세분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현재 56개 중학교 가운데 48개, 45개 인문계

고교 가운데 37개 학교에서 영어, 수학 과목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전문계 및 기타 계열 고교는

학교 희망에 따라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과목별 3∼4단계로 나눠 실시하고 있는 수준별 이동

수업의 단계를 5∼6단계로 더욱 세분화해 학생들이 학원에서 수강을

하는 것처럼 학교에서 전문화된 수업을 받게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수준별 이동수업의 전면 확대에 따라 강사료 지원,

순회교사제 도입, 교원연수 실시 등의 지원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은 이날 주간 간부회의에서 "학생

들의 학력 신장을 지원하는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전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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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2월 19일
 

혁신도시 건설 관련 시ㆍ도 관계관 회의(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2. 19(화) 15:00, 국토연구원 중회의실

○ 참석대상 : 건설교통부, 지자체, 토공 및 주공

○ 주요내용

∙ 이전 지원계획 및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

∙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 평가결과 등 논의

2008년 2월 19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앞바다 '파래새우' 양식 첫 추진(경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울산 앞바다에서 낚시미끼용으로 사용하는

'파래새우' 양식사업을 국내 처음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해양청은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파래새우의 가격과 판매경로

등 시장조사를 벌인 뒤 해양청 수산관리과 실험실내 수조를 설치해

오는 9월까지 시험 사육하기로 했다.

파래새우는 파래 등 해조류에 붙어 서식하는 새우로 몸 크기가

1∼2㎝ 정도이며 주로 벵에돔 등 고급 어종의 낚시 미끼로 사용되며

지금까지 낚시꾼 등 사람들이 직접 잡는 방식으로 채취해 왔다. 이

때문에 파래새우는 한마리에 400원 정도의 고가를 형성하고 있다.

울산해양청 관계자는 "지역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울산 앞바다

종묘 생산장 등을 활용해 파래새우 양식사업을 추진할 계획" 이라며

"시장조사에 이어 시험 사육을 거치면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

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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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청 '재래시장 살리기' 84억 투자(경제)

울산 중구청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84억원 가량을 새로

투입하기로 하는 등 '재래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19일 울산 중구청 등에 따르면 중구청은 학성새벽시장에 올해 중

으로 50면 규모의 주차장을 새로 조성하고 진입로 신설을 위해 39억

원을 투자하고, 전통골목시장에는 340대가 주차할 수 있는 3층 규모의

주차건물과 집단 점포 3곳에 대한 개보수 등에 40억 원 가량을 들일

예정이다.

중구청은 또 울산시장의 환경개선 사업으로 4억 8천여만원을 들여

에스컬레이터를 교체하는 등 중구 관내 3개 재래시장 새 단장에

총 83억 9천여만원의 신규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30억원 가량이 늘어난 액수다. 이와 함께

중구청은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의 하나로 상인대학을 개설해 상설

운영할 방침이다.

중구청 측은 "중구는 재래시장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훨씬

많은 15개 가량이 몰려있는 등 울산 구(舊) 도심 상권의 주도적인

지역"이라며 "재래시장 상인들이 대형할인마트의 입점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중구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중구 지역경제를 살리는

첫 걸음이라는 인식 아래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합니다"(복지)

울산시가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해 방문 교육을 실시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 실시하던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방문교육을 올해는 3∼12월에 걸쳐 한글교육

72가정, 아동양육 지원서비스 144가정 등 모두 216가정까지 확대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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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는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가정을, 자녀 양육지원 서비스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12세 이하의

자녀 양육가정을 각각 대상으로 한다.

2008년 2월 20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서 '아동성폭력 추방' 선포식(사회)

울산 상담소.시설협의회는 20일 울산시 남구 옥동 울산가족문화

센터 연회장에서 '아동성폭력 추방 선포식'을 열고 갈 수록 심해지는

어린이들에 대한 성폭력을 뿌리뽑자고 결의했다.

오는 22일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을 기념해 미리 열린 이날 선포

식에서 홍정련 울산상담소.시설협의회장은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매년 1천명 이상 성폭력의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가슴 아픈 통계가

있다"며 "해맑게 웃으며 뛰어놀아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 성폭력의

피해로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밤거리를 다녀 성폭력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고 성폭력 피해 아동의 빠른 치유를 위해 여러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100여 명의 여성․성폭력 상담 관련 종사자들은 이어

'아동성폭력지킴이'를 자처하며 "앞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성폭력이

사라지는 날까지 각종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에 앞장서겠다"고 결의했다.

임명숙 울산시 복지여성국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을 기점으로

아동성폭력 추방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봐야겠다"며 "관계 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아동성폭력 추방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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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2월 21일
 

「태화강 둔치시설 이용 종합계획수립 용역」최종보고회(환경국)

○ 일시․장소 : 2008. 2. 21 (목), 10:30, 본관 3층상황실

○ 참 석 : 16명 (울산발전연구원, 자문단, 관련기관 등)

○ 주요내용 : 수목식재, 체육시설 재배치 등에 대한 최종보고 및 의견수렴

하수관거사업 효율화 방안 기술세미나(환경국)

○ 일시․장소 : 2008. 2. 21 (목) 14:00,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륨

○ 참 석 : 150명 (전문가, 교수, 설계 및 건설업체, 관계공무원)

○ 주 제 : 울산시 하수관거체계 개선방안

∙ 상하수도 학회장 등 4명 주제발표, 지정 및 자유토론

울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 개최(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2008. 2. 21(목) 10:30, 시청 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400여명(여성단체협의회원 및 내빈)

○ 주요내용

∙ 이임회장 감사패 전달

∙ 회장 이․취임 및 협회기 전달

∙ 내빈 격려사 및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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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정월대보름 한마음 큰잔치(문화체육국)

○ 일시 장소 : 2008. 2. 21(목) 10:00 ~ 21:00, 남구 태화강둔치

※ 달 뜨는 시간 : 18:21분

○ 참여인원 : 20,000명

○ 주요행사

∙ 사전행사(10:00~17:50)

- 지신밟기, 풍물겨루기(10개팀), 민속․마당놀이, 큰줄다리기

∙ 기념행사(17:50~19:00)

- 기념식, 풍등 날리기, 강강수월래, 달집 사르기, 불꽃놀이

∙ 부대행사(11:00~21:00)

- 연날리기, 윷놀이, 제기차기, 부럼나누기, 쥐불놀이 등

○ 홍 보

∙ TV스폿, 일간지, 팝업창게시, 배너설치(200조), 홍보탑․현수막 등

2008년 2월 2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새 정부 규제혁파' 발빠른 주문(행정)

울산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단용지 확보를 위한 규제완화를

요청하는 등 새 정부의 규제혁파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울산시는 21일 1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와 문화재 발굴, 농업진흥지역 해제 간소화 등 모두 9가지의 규제

완화를 인수위에 요청했다.

시의 요청 과제는 ▲환경훼손이 적은 그린벨트의 산업단지 개발

허용 ▲문화재 발굴비용의 국가부담과 발굴기한 최소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간소화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

평가의 중복규제 해소 ▲산업단지 조성시 산지전용협의 등 중복규제

해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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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시 녹지 확보기준 완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의 과도한 유하거리 완화 ▲일반산업단지 지정권한

시도지사에 완전 이양 ▲국가산업단지의 확장 및 변경 지정권 시도지사에

위임 등도 건의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울산은 전체면적의 76% 이상이 그린벨트나

농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묶여 근본적으로 토지이용에 한계가 있으며,

개발이 가능한 지역도 각종 규제 때문에 개발하려면 4∼5년이 소요돼

공장용지 공급 차질과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울산에는 최근 호황을 맞고 있는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모두

168개 기업이 1천545만㎡의 공장용지 공급을 희망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제도와 규제로는 용지수요를 맞추기 어렵고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는데도 한계가 있어 과감한 혁파와 절차 간소화가 시급하다"고 강조

했다.

시는 앞서 지난 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초청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에서 박맹우 시장이 국가산업단지 확장과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응용과학 특별대학 육성 등을 직접 건의했다.

지난 13일에는 지역구를 방문한 한나라당 정몽준(울산 동구) 최고

위원에게도 주봉현 정무부시장이 공장용지의 확장과 울산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대책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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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2월 22일
 

국가예산 확보대책 보고회 개최(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2. 22(금) 15:00, 행정부시장실

○ 참석인원 : 20여명 (담당관, 과장 등)

※ 행정부시장 주재

○ 주요내용 : 신규사업 및 주요 관심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 대책

∙ 중앙부처 정책방향 파악 및 유대강화 방안

∙ 국비 지원의 당위성 등 논리 전개

2008년 2월 22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정보화 촉진사업' 140억 투입(행정)

울산시는 올해 지역정보화 촉진사업에 140여억원을 투입해 모두

7개 분야 42개 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에 140억3천200

만원을 들여 정보화 추진체계 확립, 유비쿼터스(u-City) 기반구축,

인터넷 시민참여 시정 구현, 전자시정 구현, 체계적 도시정보 관리,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보화 추진계획 확립을 위해서는 u-울산 전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중앙과 연계한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 구축, 디지털 사무환경 구현 등을

추진하고 유비쿼터스 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u-시티 추진 세미나

개최, u-아파트 구축, 재래시장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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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터넷을 통힌 사민 참여시정 구현을 위해서는 생활정보포털

시스템 구축과 전자책 도서관 서비스 확대, 전자시정 구현을 위해서는

'원 클릭 울산' 운영 활성화, 도시정보 관리를 위해서는 온라인 입체

보고체계 도입과 고해상도 디지털 영상지도 제작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 원유곡마을 혁신도시 협의보상 '개시'(행정)

한국토지공사 울산혁신도시건설단이 오는 29일 울산시 중구 원유곡

마을을 중심으로 대지와 논밭 195필지에 대한 협의보상 통보를 실시한다.

22일 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혁신도시부지에서 제척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대지 44필지(1만4000㎡)를 제외한 원유곡 마을 일대 195필지

(5만6933㎡)에 대한 감정작업이 끝나 29일께 협의보상 통보가 시작될

예정이다.

4월 말까지 최대한 협의보상을 실시할 방침이지만 협의가 무산될

경우 5~6월께 강제수용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혁신도시건설단 관계자는 "원유곡마을 문제는 주민들의 이주

문제가 연관돼 있어 최대한 협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라며 "부득이

하게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반기 중으로 강제수용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혁신도시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원유곡마을 주민들

가운데 10가구 가량만 감정조사를 원했을 뿐 나머지는 대부분 지속적

으로 제척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제수용 절차를 밟을 경우 심각한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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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4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태화강 용선체험 '인기' 확대 운영(체육)

울산시가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한 태화강 용선(龍船, Dragon

Boat) 무료 체험교실에 대한 시민의 호응이 높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28일∼11월25일 태화강 태화교∼울산교

구간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용선과 카누 체험교실을 운영한 결과

1일평균 150여명이 이용해 올해부터는 봄․가을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5일∼6월4일 2개월간 남구 둔치에서, 9월20일∼11월

19일은 중구 둔치에서 각각 용선 및 카누교실을 운영하며, 용선 4척과

카누 20척을 확보하고 계류장과 대기석(천막) 2개 동을 설치해 전문강사

등 운영요원 15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지역의 학교와 기업체, 아파트단지, 각급 기관단체는 용선을 이용할

10∼20명의 팀을 구성해 울산광역시카누연맹 인터넷 홈페이지

(www.ulsancanoe.co.kr)를 통해 희망일자를 정해 참가하고 일반시민은

현장에서 직접 참가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가을 '생명의 강' 태화강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고 수상스포츠 활성화와 볼거리 제공 등을 위해 용선.카누체험

교실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 각급 기관과 단체와 기업체, 학원, 가족

단위까지 1일 평균 140∼150여명이 참가했다.

시는 환경개선 프로젝트에 따라 태화강의 수질이 1-2급수로 회복

되자 지난 2005년 전국체전 때 이곳에서 카누와 조정대회를 열었고

이를 계기로 매년 6월 물축제를 개최해 카누, 조정, 용선대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2008 울산종합일지  ● ● ●

98╻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2월 25일
 

『u-울산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추진(기획관리실)

○ 인터뷰 실시 : 2008. 2. 25 ～2. 26

∙ 대상․시간 : 13명 (실국본부장 11, 내무 위원장․부위원장), 30분간

∙ 주요내용 : 실국본부별 역점시책, 중장기 전략 수립시 강점 약점,

우선 추진할 정보화사업 등

○ 실무추진반 구성 : 2008. 2. 27 ～ 2. 29

∙ 행정, 생활, 산업 등 분야별 실무자 20명 정도

한․일 문인교류대회 개최(문화체육국)

○ 일시 장소 : 2008. 2. 25(월) 18:30, 롯데호텔 2층

○ 참여인원 : 100명(울산 93, 일본 구마모토 문인 등 7)

○ 주요내용 : 문학과 환경문제․일본의 공해사례 발표 및 태화강의

어제와 오늘 동영상 홍보

○ 주 최 : 울산문인협회(회장 : 조돈만)

태화강 주변 주상복합 건축물 색채경관 분석(도시국)

○ 기 간 : 2008. 2. 25～2. 29

○ 주요내용 : 태화강 주변 건축중인 주상복합 건축물의 외관형태, 자료,

색채 등을 분석하여 색채경관의 기준 마련

○ 활용계획 : 건축심의위원회 개최시 심의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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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5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에 '농촌체험장 마을' 조성(문화)

울산에 시민들이 농촌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는 농촌체험장 마을이

조성된다.

울산시는 사업비 2억원을 들여 농촌체험장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지역 농촌마을 2곳이 이번 사업을 하겠다며 신청서를 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은 친환경 농업과 각종 시설물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의 소득

향상, 농촌지역의 공동체 형성, 복원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과 체험의 공간으로 농촌체험장을 조성해

농촌 체험 관광 및 도농 교류의 거점으로도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사업 신청을 한 지역 농촌마을은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의

금곡마을(23개 농가)과 작동마을(51개 농가) 2곳이다.

금곡마을은 마을에 생태 소공원을 조성하고 주말농장과 짚공예,

천연염색 체험, 두부와 인절미, 동동주 등의 전통음식 만들기 등을 할

수 있는 체험장 등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냈다.

작동마을도 친환경 농산물인 콩으로 만든 메주나 두부 등의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 주말농장, 농특산물 판매전시장 등을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시는 마을 내 폐교나 오래된 집 등을 이용하면 다양한 농촌체험장

기반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다음달 중으로 이들 마을 중 1곳을 농촌체험장 마을로 최종

확정하고 올해안으로 사업계획을 마무리한 뒤 내년 3월께는 실제

시민들이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마을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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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송정동 3개 고택 이전 복원 전망(문화)

울산시 북구 송정동 일대에 택지 개발사업이 진행되며 철거위기에

놓였던 양정재, 봉산정사, 송애정사 등 고가(古家)가 이전 복원될 전망이다.

한국토지공사 부산지사는 최근 울산시 북구 송정동 일대에 대한

택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박상진 의사 생가 일대를 역사공원으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곳에 양정재 등 고가 3채를 이전복원

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송정동 255번지 박상진 의사 생가 주변 일대 2만7천500여㎡ 부지

에 세워질 역사공원에는 박상진의사 생가 및 전시관과 함께 양정재,

봉산정사, 송애정사 등 3채의 고가와 광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토지공사 측은 "고가 3채의 이전은 산재돼 있던 역사적 유물을

한 데 모아 송정지구의 정체성을 차별화해 전통체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공사가 진행 중인 송정지구 개발사업은 2011년 12월 말 완료될

예정이며 역사공원 또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 즈음에 조성

될 전망이다.

양정재는 울산예총 박종해 회장의 증조부 박정복 선생의 고택으로

조선 말기인 1810년 건립된 것으 정각으로 공부방과 서당 등으로

활용돼 왔으며 최근까지 박 회장이 거주해왔다.

봉산정사는 옛 병영의 병사를 뜯어 새로 지은 밀양 박씨 송정문중의

정각이고, 송애정사는 1828년 후학 양성을 위해 지어진 서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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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2월 26일
 

태화강생태공원(2단계)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환경국)

○ 일시․장소 : 2008. 2. 26 (화) 15:00, 본관 3층 상황실

○ 참 석 : 12명 (태화강 관련 국․과장 등)

○ 주요내용

∙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주요 공간계획 방향 및 실개천 등 세부도입시설에 대한 계획 보고

시각장애인복지관 개관 5주년 기념식 개최(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2. 26(화) 11:00 ~ 12:00

○ 장 소 :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참석인원 : 100명(시각장애인 80, 사회복지기관 등 20)

○ 행사내용 : 기념식, 경과보고, 우수 자원봉사자·이용자 표창 등

○ 주 관 :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박길환)

2008년 2월 26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태화들 생태공원 4개 존으로 '특화'(환경)

울산시는 연말 착공해 오는 2010년 완공할 중구 태화들 생태공원을

대나무, 자연미, 균형, 행복 등 4개의 콘셉트와 4개의 존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건설교통부가 최근 중구 태화동 태화강변 53만1천㎡의

하천부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천 기본정비계획 재정비를

완료함에 따라 '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해 26일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2008 울산종합일지  ● ● ●

102╻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 

보고회에 따르면 생태공원은 1차로 조성된 십리대숲의 대나무

(Bamboo)와 태화강의 자연미(Beautiful), 자연.문화.산업의 균형미

(Balance), 시민 생활의 행복(Benefit) 등 4B를 콘셉트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태화들 전체를 크게 생태보전과 역사문화, 문화

예술, 생태체험ㆍ교육 등 4개의 존(Zone)으로 조성하며, 이 가운데

생태보전 존은 십리대숲 구역(8만9천㎡)으로 이미 1차 사업을 통해

완료됐고 나머지 3개 존 44만2천㎡를 133억원을 들여 이번에 2차

사업으로 추진한다.

생태체험ㆍ교육 존에는 에코폴리스 조형탑을 세운 뒤 주변에 볼거리를

조성하고 대나무의 일대기를 알 수 있는 사계절광장, 죽순과 대잎 등을

소재로 한 대나무 주제광장과 분수대, 실개천과 무지개 다리, 초지,

나비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문화예술 존에는 태화강의 자연과 역사문화를 소개하는 방문자

센터, 대나무 주제 놀이마당과 연날리기장이 들어설 생태놀이 체험장,

대나무 악기 공연장, 대나무를 감상하며 각종 문화제를 열 잔디마당,

정자 등을 조성한다.

역사문화 존에는 태화루 예정부지 아래 바위절벽에 울주군 언양읍

반구대 암각화(국조 제285호)의 고래 문양을 새기는 태화루 암각화,

고래잡이 등 지역 해양문화와 옹기 등을 주제로 분수를 설치하는

전통문화의 거리, 고래와 학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생태문화의 거리 등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태화들 한 가운데 홍수 때는 태화강의 수위를 조정하고

평소에는 자연감상 및 친수 체험형 공간으로 활용할 실개천을 만들어

울산의 전설이 서린 선바위와 처용암을 연출하고 주변에 산책로와 수생

식물원, 습지, 관찰데크, 물놀이 공간, 여울, 소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생태공원과 조경, 하천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뒤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

연말에 착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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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들은 지난 1989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일부는 하천부지,

일부는 자연녹지로 지정됐으나 1994년 이 가운데 자연녹지가 주거지

역으로 바뀌면서 지주들이 개발하려 하자 시민과 환경단체가 반발

하면서 주거지역까지 하천부지로 편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

했으며, 시가 우여곡절 끝에 사유지 편입 보상을 완료해 생태공원 조성의

길이 열렸다.

울산시 '국보 암각화' 24시간 감시체제(문화)

울산시는 국보 제147호 천전리각석과 제285호 반구대암각화에 각각

CCTV를 설치해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각석과 언양읍 대곡리

반구대암각화의 훼손을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각각 CCTV를 설치하고

곧 개관할 인근의 암각화박물관 상황실에서 박물관과 함께 상시 감시

토록 할 방침이다.

이들 암각화는 시 변두리 계곡에 위치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웠으나 울산시가 두 국보에서 불과 600∼1천500여ｍ 떨어진 곳에

암각화박물관을 건설함으로써 현장에서 훼손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감시인력 출동이 가능하게 됐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2월 27일
 

울산 다자녀 사랑카드 협약 체결(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2. 27(수) 15:00 ~ 16:00

○ 장 소 : 가족문화센터(B동 1층 연회실)

○ 참석인원 : 100여명(시장님, 경남은행, 참여업체 및 시민단체대표 등)

○ 행사내용 : 카드협약, 가맹업체 인증서 전달, 다자녀가정 격려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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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7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기업애로 해결사' 시장님 고맙습니다(행정)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시장님 고맙습니다." 울산시 북구 매곡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대표자들이 27일 박맹우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 시장이 지난해 매곡산업단지를 방문해 건의사항을 직접 수렴

하는 등 울산시가 입주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준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다.

업체들은 감사패에서 "평소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로 기업활동에 매진하도록 해 주신데

대해 전 회원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린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002년 북구 매곡동 56만1천293㎡ 규모의 매곡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착공해 2006년 6월 완공하고 50여개사에 분양했으며,

입주업체의 공장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로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박 시장은 지난해 3월 공단을 방문하고 업체로부터 진입도로

개설 및 확장, 지원시설 용지 활용방안 마련, 공영주차장 설치, 붕괴

위험 절개지 안전조치, 공장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건의를 받고 즉시

해결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150여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과 울산∼경주 국도변

공단 안내표지판 설치, 기업체 배치도 설치, 공단내 붕괴위험이 있는

절개지 경사도 완화, 회원사 관리사무실 확보 등을 완료했고 오토밸리로 등

진입도로 개설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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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청 직제 '하향조정'에 항만단체 반발(행정)

정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전국 지방

해양청 가운데 유일하게 직제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알려지자 이 지역

항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폐지에 따른 지방

해양청의 직제조정안으로 울산해양청장만 기존 3급(부이사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직급이 하향되고 나머지 지방청들은 기존 체제를 유지

하게 된다는 것이다.

울산해양청은 또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되는 수산과의 폐지에

따라 7개 과에서 6개 과로 조직이 축소되고 직원 수도 현재 103명에서

10여명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직제 하향 및 조직 축소 소식이 알려지자 이 지역 항만

단체들은 "국내 항만 가운데 물동량 3위인 울산항을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항발전협의회 측은 "울산항은 전국 물동량 3위, 전국 최대

액체화물 처리 항만 등 우리나라에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특히 신항만이 속속 준공되는 시점에 항만청의 직제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울산항 수출업체들도 "울산항은 개항 이래 40여년간 우리나라의

수출 전진기지로 큰 역할을 해왔다"며 "울산항의 위상이 약화되면

해외 물류수송과 마케팅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울산해양청의 항만관리권의 일부가 울산

항만공사로 모두 넘어가고 관할 구역이 좁다며 직제를 하향 조정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해양청 직제조정안을 만들어 국회

의결을 위해 법제처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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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박상진 의사 생가 '새 단장'(문화)

울산 출신 독립운동가인 고헌 박상진(1884~1921) 의사의 생가가

주차장 공사를 비롯해 전시관,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관광 명승지로

거듭나게 됐다.

울산 북구청은 27일 박 의사 생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40면

규모의 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상진 의사 생가 복원사업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울산시가

안채복원 공사를 비롯해 연차적 사업을 추진, 지난 1월 21일 완료됐으나

지금까지 주차장 부족으로 관람객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1천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박 의사 생가 부지

1천200㎡를 임차해 배수로를 정비하고 40여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마련했다.

북구청은 아울러 울산시민과 지역 학생들을 위한 박상진 의사 생가

홍보 책자를 제작해 생가에 비치할 계획이다.

책자에는 생가 보수.복원사업의 개요, 생가 및 전시관 안내, 박 의사의

주요 활동상 및 관련 사료, 북구안내도 등이 수록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울산지역 각급 학교와 기관․단체에 책자를 배부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울산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였던 박 의사의

생가를 지역의 관광 명승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2월 28일
 

「에코폴리스 울산계획」추진 관련 전문가 간담회(환경국)

○ 일시․장소 : 2008. 2. 28 (목) 15:00, 의사당 3층 소회의실

○ 참 석 : 18명(세부사업 담당과장, 전문가 등)

○ 주요내용

∙「에코폴리스 울산계획」2단계 구상에 관한 사항

∙기타 생태도시 조성에 관한 의견 수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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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통합방위 지방회의 개최(건설교통국)

○ 일시․장소 : 2008. 2. 28(목) 15:00, 의사당 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300명

∙ 통합방위협의회위원, 시의회의원, 구청장․군수, 읍․면․동장

∙ 군․경․유관기관 통합방위업무 관계관, 예비군직장․동대장 등

○ 주요내용

∙ 유공자 표창 수여 : 25명(시장 11, 53사단장 8, 울산지방경철청장 6)

∙ 통합방위업무 기관별 보고 :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제53보병사단

해군 제3함대사령부, 공군제8991-5포대

∙ 군 장비 전시회(의사당 1층 로비) - 북한장비 총류 등 39점

2008년 2월 28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설관리공단 수익사업 발굴 '비상'(행정)

울산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맹택)은 경영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익사업 발굴에 적극 나섰다.

28일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시의 체육시설과 공원, 문화복지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으나 지난해 지출예산이 223억6천300만원인데 비해

수입은 111억6천7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수지율이 50%에 그쳤으며,

올 해는 수지율을 5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울산체육공원 내 옥동저수지에 휴게실을 설치해

임대하고 테니스장을 야간에 개장하며, 썰매의 안전성 미확보 등으로

이용이 중단된 울산대공원 사계절 썰매장의 튜브썰매를 안전한 원형

으로 교체해 다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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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울산대공원 장미계곡에 꽃마차를 운행하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실내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연간 1억2천여만원을

수익을 내며, 울산역과 종하체육관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해 일부 시의원과

민주노총 등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고 역광장과 종하체육관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시민의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에 종합운동장 홀 임대와 문화공원 주차장

유료화, 울산체육공원 내 풋살경기장 설치, 옥동저수지 유희시설 설치

등을 통해 경영수지를 다소 개선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종합운동장과 문수축구경기장 등 체육시설 12곳,

울산체육공원과 울산대공원 등 공원 4곳, 근로자종합복지회관과 가족

문화센터 등 문화복지시설 3곳, 폭 20ｍ 이상의 도로변 녹지 등을

관리하고 있다.

울산 표준지 공시지가 작년比 6.05%↑(사회)

울산시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평균

6.05% 상승하고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주차장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역의 표준지 8천198필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울주군이 6.97%로 가장 많이 올랐고 남구가 6.45%, 북구 6.22%,

동구 5.09%, 중구 3.37% 각각 상승했다.

시 전체에서 가장 비싼 곳은 상업지역인 남구 삼산동 1526-7 현대

백화점 주차장으로 ㎡당 740만원이고 가장 싼 곳은 농림지역인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 일대로 ㎡당 2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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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별 최고가를 보면 중구는 성남동 249-5 뉴코아아울렛 남측 인근

㎡당 600만원, 동구는 서부동 315-17 남목삼거리 경남은행 옆 170만원,

북구는 연암동 363-4 병영농협 인근 195만원, 울주군은 범서읍 구영리

851-1 구영초등학교 남동측 인근 260만원 등이다.

울산시 '울산부 선생안' 문화재 지정 추진(문화)

울산시는 조선시대 울산도호부의 역사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인

가칭 '울산부 선생안(蔚山府先生案)'을 지방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발견된 '울산부 선생안'은 울산이 본관인 학성 이씨家의

이채동(70)씨가 40여년전 수집해 소장하고 있는 고서류로 모두 130장

으로 구성돼 있다.

이 서류를 분석한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이종서(41) 교수는 "서문과

발문이 없고 필사한 사람과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조선중․후기인

1596년부터 1910년까지의 울산지역 사회상을 고스란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며 "역대 울산 부사의 이름과 주요 치적,

향리 명단, 좌수.별감 이름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는 귀중한 사료"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표지가 훼손돼 제목이 없는 이 사료에 '책'을 지칭하는

선생안(先生案)이란 말이 자주 등장해 '울산부선생안(蔚山府先生案)'이란

가제목을 붙였다"며 "울산부선생안은 그 내용만으로 조선시대 300년간의

지방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고, 지방과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도 있을 정도로 당시 정치 및 사회상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이 고서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올 상반기에

고서류 부문 지방 문화재로의 지정을 추진해 보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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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2월 29일
 

자동차 관련 지역산업 발전방안 협의(경제통상국)

○ 일시․장소 : 2008. 2. 29(금) 10:00, 자동차부품혁신센터

○ 참석대상 : 20명 정도

∙ 산업자원부 : 자동차조선팀장 외 3명

∙ 지역특화센터장 : 울산, 부산, 대구, 광주, 충남, 군산

∙ 유관기관 : 자동차부품연구원, 산업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 내 용

∙ 각 센터별 주요실적 소개

∙ 광역권과 연계한 센터활성화 방안 발표 및 토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2. 29(금) 14:00, 상황실

○ 참석대상 : 15명 (위원 전원)

○ 주요내용 : 2008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및 금액 결정

∙신청 현황 : 129개 단체 221개 사업 2,526백만원

∙지원 예정액 : 94개 단체 133개 사업 1,08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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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9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덩굴식물 30만그루 식재, 자원봉사자 모집(환경)

울산시는 '푸른 도시' 건설을 위해 올해 덩굴식물 30만 그루를

심기로 하고 사업에 참여할 자원봉사자 등을 모집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모두 57억5천만원을

들여 태화강 둔치와 주택, 공장, 학교, 아파트 벽면, 방음벽, 울타리

등에 덩굴식물 100만 그루를 심을 계획인 가운데 올해 17억3천만원을

들여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난 헤데라(상록덩굴식물)와 담쟁이 등 30만

그루를 심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개인주택 벽면 등에 덩굴식물 심기를 원하는 시민이

신청하면 헤데라와 담쟁이 등을 보급해 주며, 식재사업에 직접 참여

하기 바라는 자원봉사자나 단체에게는 시와 구군의 식재행사에 동참

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18억1천만원을 들여 54만3천 그루를 심어 당초 식재

목표인 40만 그루를 36%나 초과 달성했다.

시는 올해 태화강 호안블록과 도로변, 옹벽, 강변 아파트, 중구

종합운동장 옆 약사천 옹벽 등에 중점적으로 심을 계획이며, 시민참여

신청은 시청 녹지공원과와 구.군의 도시과 및 산림공원과 등에서 접수한다.





주요수록안내

3월2008 울산종합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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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3월 1일

2008『울산시민 아카데미』수강생 모집(자치행정국)

○ 수강생 모집

∙ 기간 및 대상 : 2008. 3. 1 ~ 3. 31, 시민(선착순 500명 정도)

∙ 인터넷 접수 : (www.ulsan.go.kr), 구 군 홈페이지

∙ 방문접수 : 시, 구 군 자치행정팀, 읍 면 동

○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008. 4 ~ 12(7, 8월 제외)

∙ 강의일시 : 매월 첫째․세째 목요일 14:00~16:00

∙ 장 소 : 가족문화센터 대강당(옥동소재)

∙ 강의분야 : 경제, 가정, 교육, 건강, 문화 등

※ 강사진 : (전)TV강의 “생로병사”의 홍혜걸, “행복레시피”의

김미경 외 다수

2008년 상반기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접수(자치행정국)

○ 접수기간 : 2008. 3. 1 ~ 3. 31(1개월간)

○ 대 상 : 외국인, 해외동포, 타 시 도 인사 중 우리시의 위상

제고와 발전에 기여한 자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협조사항 : 실 과 및 구 군 명예시민 후보자 적극 발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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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울산마라톤대회 개최(문화체육국)

○ 일시 장소 : 2008. 3. 1(토) 08:30, 문수구장 일반주차장(집결)

○ 코 스 : 문수구장⇒남부순환도로⇒두왕삼거리⇒구치소⇒문수구장

○ 참가인원 : 2,913명(5㎞ 654, 10㎞ 957, 하프 764, 풀코스 538)

○ 주 관 : 국민생활체육울산광역시육상연합회(회장 : 배달식)

2008년 3월 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지검 10년전 대비 노동사범 77.4% 증가(사회)

울산지검이 처리한 주요 사건 가운데 노동관계사범이 10년전 보다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울산지검이 올해 지검 승격 10년을 맞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관계사범은 지난해 모두 268명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10년전

지검 승격 당시인 1998년의 151명과 비교해 77.4%나 늘어나 주요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마약사범이 266명으로 1998년의 107명 보다 59.7% 늘었고

흉악사범(살인, 성폭력, 현조건조물방화 등)이 420명으로 20.7%, 교통

사범(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이 2만7천386명으로 13.8%, 환경사범이

528명으로 2.1%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다발범죄의 추이를 보면 지난해 도로교통법 위반이 25.6%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사기가 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7.4%로

뒤를 이었다. 10년전인 1998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22.7%), 사기

(16.5%), 폭력(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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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전체 사건 접수 추이를 보면 1998년도 한해 4만8천339건

(6만419명)의 사건이 접수됐고 지난해에는 5만1천46건(6만5천893명)이

접수돼 10년전과 대비해 5.6% 가량 늘었지만, 검사 1인당 1일 사건

수는 12.2명에서 10.74명으로 줄었다.

이는 지검 승격 당시 전체 직원 157명(검사 23명)에서 현재 217명

(검사 42명)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울산 지검은 오는 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지검 승격 10주년을

맞아 주민대표, 시민옴부즈만, 유관단체.기관 관계자, 법조인 등을

초청한 가운데 울산검찰 발자취 영상물 상영, 감사패 전달, 시루떡

자르기 등의 기념행사를 갖는다.

2008년 3월 2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장애교육 요람 '울산혜인학교' 3일 개교(교육)

울산과 영남지역 장애학생 교육의 요람이 될 울산혜인학교(교장

김수광)가 공립특수학교로는 울산에서 처음 설립 돼 문을 연다.

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시 중구 약사동 2만1천928㎡부지에

최근 설립된 울산혜인학교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연면적 1만3천

75㎡ 규모에 일반교실 37개, 특별실 35개와 다목적강당을 갖춘 전국

최대의 공립특수학교다.

이 학교는 시각장애와 정신지체장애 등 2개 영역의 학생들을 전문적

으로 교육하게 되며 3일 학교안 다목적강당에서 시각장애 4학급, 정신

지체 24학급 등 28개 학급 169명의 신입생들이 첫 입학식을 갖는다.

이 학교의 개교로 그동안 대구나 부산 등 외지로 나가 위탁교육을

받아야 했던 울산지역 시각장애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편이 크게 해

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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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학교는 첨단교육 설비와 깨끗한 시설, 전문화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어 울산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양산 등 영남지역 장애학생

들의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교장은 "울산혜인학교는 울산시민과 울산장애인 가족, 교육청이

지난 3년간 정부 등에 설립을 호소해 함께 만든 장애교육의 요람"이라며

"울산은 물론 영남권 특수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울산에는 사립 특수학교 2곳과 일선 초.중학교의 특수학급에서

모두 1천395명의 장애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3월 3일

2008년도 시내버스 운송원가조사 용역 시행(건설교통국)

○ 용역개요

∙ 기 간 : 2008. 3. 3 ～ 5. 2(60일간)

∙ 대 상 : 관내 시내․지선버스 13개 업체 116개 노선

∙ 내 용

- 운송원가 조사 및 검증, 운송수입금 실사

- 운송손익 및 적자노선 손실규모 산정 등

○ 향후 추진계획

∙ ‘08. 3. 13 ～ 3. 20 : 운송수입금 실사

∙ ‘08. 4월 : 용역 중간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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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3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강동유원지 '세제감면책' 투자유치(관광)

울산시는 세제감면 혜택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북구 강동유원지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3일 시에 따르면 강동유원지는 정부의 제4차 시도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에 포함돼 시의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는 등 법정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 왔으며, 상반기 안에 환경.교통영향평가와

주민공람공고 등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하반기에 북구청장을 입안자로 해 총 133만

6천794㎡ 규모의 강동유원지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강동유원지는 청소년수련, 스키돔, 워터파크, 타워콘도, 테마

파크, 문화체험, 참숯테마, 허브테마지구 등 8개 지구로 나눠 개발되며,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감면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주 치술령권역 농촌마을개발지구 선정(행정)

울산시 울주군은 두동면 만화리, 이전리 일원 칠조마을과 율림,

당지마을 등 이른바 '치술령권역'이 농림수산식품부의 '2008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내년부터 3년간 정부로부터 모두 45억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지원받아 치술령 아래 박제상 유적지 인근 전통

초가 건립 및 산책로 조성, 먹거리 장터․특산물 판매장․공동 축사

건립, 저온 저장고 설치, 옻나무 재배단지 및 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

벚꽃길, 돌담길, 산악자전거 코스, 마을별 쉼터 등을 만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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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오는 10월까지 이 같은 사업 내용이 포함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뒤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신청을 한 전국

110개 권역 가운데 36개 권역을 이날 대상지로 최종 선정, 발표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농촌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치술령

권역이 종합개발사업 지구로 선정돼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 이 일대는

소득증대 뿐 아니라 마을 경관이 개선돼 정주 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8년 3월 4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화학산업지원기관 협의회 출범(산업)

울산지역 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이끌 지원기관

협의회가 출범했다.

울산시와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정밀화학사업단), 한국화학

시험연구원 영남본부, 한국화학연구원 울산지원센터 등 모두 11개

화학관련 기관 및 경제단체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울산 화학산업

지원기관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협의회에는 한국무역협회 울산시지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부․울․경지원, 한국중소화학기업협회,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 울산화학산업 경영자협의회(남울산, 서울산, 온산) 등도

참여했다.

협의회는 지역 화학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연구개발 육성방안,

한미FTA와 EU FTA 대응,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 대응, 정밀화학

기업 육성방안을 협의하는 등 화학산업을 전후방 지원하는 구심체

역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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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3월 5일

노인일자리사업「아삭김치공장」준공식 개최(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3. 5(수) 15:00

○ 장 소 :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소재

○ 참석인원 : 100여명(유관기관, 노인일자리 참여어르신 등)

○ 행사내용 :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 커팅, 작업장 라운딩, 다과회 등

○ 사 업 비 : 100백만원(국 50, 시비 50)

○ 주 관 : 울산중구시니어클럽

2008년 3월 5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행정서비스 광역단체중 '대상'(행정)

울산시는 5일 정부의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평가에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1∼12월 중앙과 지방의 83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2007년 행정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앙

행정기관 3곳, 기초자치단체 3곳 등과 함께 대상에 선정돼 이달에

대통령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평가는 전문기관이 행정기관을 방문했던 민원인을 대상

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70%나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시가 강조해온 공무원 친절마인드 함양 시책이 정착되면서 고객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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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머지 30%는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의 구체성과 교육 및 홍보,

추진역량 등에 대해 각 행정기관이 교체평가한 결과를 반영해 시가

타 기관으로부터도 민원처리의 모범으로 인식되는 등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울산시는 그동안 전문강사가 시청 각 실과를 직접 찾아가는 친절

클리닉 교육을 통해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민원인을 상황별로

응대하는 요령을 익혔다.

이와 함께 전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방문민원 및 전화민원 만족도를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부서와 직원을 표창했으며, 미흡한 직원에

대해서는 자성의 계기로 삼도록 하는 등 다양한 친절시책을 추진해 왔다.

울산시는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만족도와 전화친절도

조사 등을 계속하면서 친절교육을 강화해 서비스 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울산 4대 주력산업 경쟁력 '최고 수준'(산업)

울산의 4대 주력산업인 조선해양, 자동차, 정밀화학, 환경산업의

경쟁력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이 최근 비 수도권 13개 지역의

52개 전략산업에 대해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울산의 자동차와 조선해양,

대구의 섬유, 경남의 지식기반기계 등 4개 산업이 최고인 5단계로

평가됐다.

울산의 정밀화학과 환경, 부산의 항만물류와 기계부품소재 등 10개

산업은 다음 단계인 4단계로 평가됐으며, 나머지 시도의 주력산업은

1∼3단계에 머물렀다.

국토연구원은 이에 따라 울산의 자동차와 조선해양 산업을 성숙기에,

정밀화학과 환경산업을 성장기에 든 것으로 각각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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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그러나 시의 정책 보완사항으로 자동차산업에 대해서는

동종 및 경쟁 기업간의 선의의 경쟁 유도와 마케팅 지원 및 고용

인센티브 제공, 조선해양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과 대기업간 협력

사업 등을 주문했다.

정밀화학산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부품소재 공급자 개발과 연구비

증액 및 연구인력 확충, 환경산업에 대해서는 폭넓은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 청사 개청식(행정)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병길)은 5일 남구 달동

남구도시관리공단 새 청사에서 김두겸 남구청장과 안성일 남구의회

의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가졌다.

울산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1월2일 출범한 남구도시

관리공단은 17명의 직원이 남구청사 주차장, 공영주차장, 장생포 고래

박물관, 문수국제양궁장, 풋살경기장 등 6개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은 또 앞으로 남구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제와

쓰레기봉투 공급대행사업을 추진하고 문수실버 복지관과 남구노인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관리도 맡게 된다.

한편 남구도시관리공단 새 청사는 지난해 11월부터 392㎡의 부지에

3억여원을 투입, 연면적 342㎡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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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3월 6일

울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 개최(경제통상국)

○ 일시․장소 : 2008. 3. 6(목) 11:00, 상황실

○ 참석대상 : 17명(노사정협의회 전위원)

○ 주요안건 : ‘노사 무분규 원년의 해’ 추진 등 당면 현안 협의

2008년 태화강 어린연어 방류(경제통상국)

○ 일시․장소 : 2008. 3. 6(목) 16:00, 태화강 신삼호교 밑

○ 참석대상 : 200명 정도(시, 유관기관․환경단체, 주민 등)

○ 연어방류 : 300,000마리(부화 후 3개월 정도로 3~4㎝ 크기의 어린연어)

10,000마리는 회귀조사를 위한 표지(머리에 와이어 코드 삽입) 후 방류

2008년 3월 6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추진, 2010년 개교(교육)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2010년 개교 목표로 국제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건립키로 하고 세부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울산국제고는 모두 330억원을 들여 교사동과

기숙사동 2개 건물을 건립하며 남녀공학의 국제계열로 국제정치와

경제, 국제법, 어학강독 등 4개 교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학급은 개교 때는 6학급으로 하되 학교가 다 완성되면 18학급으로

확충하고 학급당 25명씩 모두 45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된다.

또 자율형 사립고도 모두 330억원의 예산으로 교사동과 기숙사동

등 2개 건물을 짓고 남녀공학의 인문계열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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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은 개교때는 6학급으로 하고 학교가 완성되면 18학급에 학급당

25명씩 모두 450명의 학생을 모집하기로 했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는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기업이 설립을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수 인재양성을 위해 국제고와 자율형

사립고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 명칭 변경(행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6일 울산시 남구

장생포동 청사 입구에서 현판식을 갖고 울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은 또 선원선박과는 선원해사안전과로, 항무과는

항만물류과로 각각 조직 명칭을 바꿨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은 1977년 교통부 해운항만청 소속의 울산지방

해운항만청을 거쳐 1997년 5월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름이 바꿔지면서 운영돼왔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기관 명칭이 변경돼도 행정서비스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교통표지판 등 청사 안내표지판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3월 7일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자치행정국)

○ 기 간 : 2008. 3. 7. ~ 3. 28

○ 대 상 : 63,921호 (단독, 다가구, 주상용 주택)

○ 열람장소 : 구 군 지방세과, 읍 면 동사무소, 사이버지방세청

○ 주요내용 :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 가격열람 및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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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가지산 고로쇠 축제(울주군)

○ 기 간 : 2008. 3. 7 ~ 3. 9

∙당초 2. 29 ~ 3. 2에서 폭설로 인한 고로쇠 수액 부족으로 변경

○ 장소․인원 : 상북면 궁근정리 신기마을 입구, 300여명 참석

○ 내 용 : 기념식, 시음회, 지역특산물 판매 등

2008년 3월 7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신재생에너지 투자 업무협약 체결(산업)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할 한국동서발전㈜이 울산에 602억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박맹우 울산시장과 정태호 한국동서발전사장은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같은 투자와 지원을 약속하는 '신재생에너지 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울산혁신도시와

울산화력본부 등 2곳에 140억원을 들여 각각 1㎿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같은 곳에서 412억원을 들여 총 7.2㎿ 규모의 연료

전지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50억원을 들여 KTX울산역세권이나 강동권 종합관광단지 등에

풍력 발전시설과 에너지 체험학습장 등을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자원조사 및 기술 연구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원활한 투자와 사업진행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인허가와 부지 확보 등 각종 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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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3월 10일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감사관실)

○ 기 간 : 2008. 3. 10 ~ 3. 14(5일간)

※ 현지 사전자료 수집(예비감사) : 3. 3 ~ 3. 7(5일간)

○ 감 사 반 : 감사1담당 등 9명

○ 감사범위 : ‘06. 2. 1 ~ ’08. 1. 31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

○ 중점 감사사항

∙ 예산편성 및 세출예산 집행 등 회계업무 전반

∙ 각종 시설물 임대료, 사용료, 입장료 등 운영 관리 전반

『자원봉사 Best Ulsan』만들기 자원봉사자 모집(자치행정국)

○ 기 간 : 2008. 3. 10 ~ 4. 9(31일간)

○ 분 야 : 노력봉사, 의료봉사, 전문기술봉사, 자립기반조성봉사,

예술 공연봉사 등

○ 홍 보

∙ 협조 서한문, 모집안내문, 신청서 발송

∙ 각급 언론매체 홍보

∙ 시, 구 군 및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게재

∙ 간담회 개최 : 대학(교), 기업체 및 유관기관 등 참여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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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0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환경단체 '밀양 풍력발전기 조성' 반발(환경)

경남도와 밀양시가 민간 사업자를 유치해 울산시 울주군과 겹쳐

있는 영남알프스인 능동산과 재약산 일원에 초대형 밀양 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추진하려하자 울산지역 환경단체가 자연이 훼손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울산생명의 숲에 따르면 ㈜경남신재생에너지가 경남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일원 18만7천여㎡의 부지에 발전용량 50.6㎿h 규모의

밀양 풍력발전단지를 올 하반기 착공해 내년 9월 완공하기로 했다.

사업자는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는 진입로 구간인 울주군 상북면

배내골 능동산에서 재약산 사자봉까지 5.7㎞ 능선구간 중 울산 구간

4기, 밀양 구간 18기 등 총 22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

하고 인근 울주군 삼남면 소재 언양변전소(18.6㎞)까지 보내 판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해 8월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산업

자원부의 발전사업자 허가를 완료했으며, 사업구간 내 대부분의 사유지

매입계약도 마쳤다.

울산생명의 숲은 이에 대해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언양

변전소에 보내기 위해 수십개의 대형 송전철탑이 산에 빼곡히 들어서게

될 것"이라며 "자연을 훼손시키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나 송전탑을

조성하는 개발 행위는 절대 안된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울산생명의 숲은 이와 관련해 '밀양 풍력발전단지로 인해 영남

알프스 전체 망가진다'는 자료를 내고 "풍력발전시설과 이익은 경남

밀양이 갖고 울주군 산간지역에는 대형 송전철탑들로 인해 경관도

망가지고 고압전선 때문에 생태계 파괴 등도 우려되는 만큼 사업을

철회해야한다"며 "풍력발전기 조성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보는 울산시와

울주군도 나서서 사업이 백지화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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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3월 11일

혁신도시 원주민 이주 임대아파트 알선(기획관리실)

○ 신청기간 : 2008. 3. 11～ 3. 13(3일간)

○ 대 상 : 울산화봉 국민임대주택 45세대 (66㎡형 34, 73㎡형 11)

○ 임대조건 : 66㎡형(보증금 2,000, 월임대료 15), 73㎡형(보증금

2,400, 월임대료 20만원)

○ 주요내용 : 혁신도시 원주민 우선 공급 및 일반 공급 신청

2008년 3월 1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기업들 작년 환경투자 5천383억원(환경)

울산지역 기업체의 지난해 환경투자액이 5천3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가 11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07년 환경

분야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267개사에서 5천383억2천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당초계획 3천471억원보다 55%, 2006년 투자액

4천101억원보다 31%가 각각 늘어난 규모다.

분야별로는 대기에 1천872억2천만원이 투자돼 전체의 34.8%를

차지했고 수질 729억8천만원, 악취 446억9천만원, 기타 2천334억1천만원

등이며, 이로써 지난 1995년 이후 지역 기업체의 환경투자액은 총 4조

4천168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자동차는 집진시설 신설과 폐수처리장 증설, 악취저감설비

설치, 친환경연료차량 개발 및 생태환경복원사업 등에 무려 1천843억

4천만원을 투자했고 SK에너지는 경질유 탈황설비 설치와 집수조

개선, 악취 및 VOC시설 개선 등에 1천536억6천만원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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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청정연료 변경과 방지시설 증설, 탈황설비

설치, 폐수처리장 증설 등에 250억1천만원을 투자했고 현대중공업은

대기 및 수질방지시설 교체와 악취방지시설 개선, 오염저감기술 개발,

폐기물 선별방법 개선 등에 191억8천만원을 투자했다.

또 S-OIL은 저녹스버너 교체와 폐수처리장 시설개선, 샘플링 시스템

개선 등에 117억7천만원, LS니코 동제련은 대기 및 수질 방지시설

증설과 보수, 재활용설비 개선 등에 131억원, 삼성SDI는 대기시설

보완과 폐수탈수기 여과포 설치 등에 79억3천만원을 각각 투자했다.

한편 이 지역 189개사는 올해도 환경부문에 4천711억 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메세나운동 확대, 민간참여 유도(문화)

울산시는 11일 기업과 문화예술의 동반발전을 위해 지난해 시작한

'메세나(Mecenat) 운동'을 올해부터 민간단체와 개인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기업과 문화예술단체가 자매결연을 통해 회사는

문화적 이미지를 높이고 문화예술단체는 안정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추진한 메세나 운동을 확대하기 위해 매칭펀드 방식을

도입하고 중소기업과 민간단체, 개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SK에너지와 경동도시가스, 성진지오텍, 경남은행울산본부,

농협울산지역본부 등 5개 업체만 결연한 것을 올해 50개로 확대하기

위해 기업과 단체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한 금액의 일정 비율 만큼

시도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매칭펀드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울산 메세나 운동 홈페이지를 이달 말까지

구축해 참여단체를 홍보하고 기업의 지원을 받는 문화예술단체가

학교를 찾아가 공연하는 '스쿨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메세나 운동

참여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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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2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당사港 해양레저스포츠 관광지로 개발(관광)

울산시는 북구 당사항 일대를 2012년까지 낚시터와 요트계류장

등을 갖춘 해양레저스포츠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울산시가 신청한 '북구

당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을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2010∼2013년)에

포함시켜 국비지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 32억원과 지방비 6억원, 어촌계 자부담 2억원 등

모두 40억원을 들여 2012년까지 당사항 일대에 어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수산물직판장, 해상낚시터, 요트계류장을 건설하는 등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어민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해

내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10년에 착공해 그해

10억4천만원, 2011년 20억원, 2012년에 9억6천만원을 각각 투입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1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단계 사업에 당사항 개발사업이 선정된 것"이라며 "북구의 강동

유원지와 강동축구장, 수산물축제 등과 연계해 당사항을 해양레저

스포츠 메카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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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3월 13일

울산광역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개최(건설교통국)

○ 일시․장소 : 2008. 3. 13(목) 14:00, 3층 상황실

○ 참석대상 : 16명(시의회, 시민단체, 교수, 버스업체, 택시조합, 공무원 등)

○ 심의안건(2건)

∙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계획(안)

- 대중교통의 현황조사, 목표 및 계획지표 설정에 관한 사항

- 대중교통 부문별 개선방안, 투자계획및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 울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이동 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2008년 3월 13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서필언 행정부시장 취임(행정)

울산시 서필언(徐弼彦.53) 행정부시장 취임식이 13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과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울산시는 혁신과 개혁을 통해 우리나라

행정을 선도하는 소위 '행정의 사관학교'"라며 "현재 울산의 위상은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달라졌으며 이런 울산의

발전이 가속화하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통영 출신에 행정학 박사(경희대 대학원)로 학구파인 서 부시장은

1980년 행정사무관(행정고시 24회)으로 공직을 시작해 28년간 총무처,

행정자치부, 영국정부 파견 근무, 행정안전부 전자정보본부 본부장 등

요직을 거쳤다. 한편 하동원(河東源.53) 울산시 전 행정부시장은 지방

행정연수원장으로 부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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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강화(문화)

울산시는 지역 목조 문화재의 화재 예방을 위해 문화재 출입구

등지에 적외선 감지 장치와 화재 통보 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21일까지 이 지역

12개 목조 문화재 출입구 등지에 방화에 대비한 적외선 감지 장치와

화재통보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또 목조 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본부, 구.군과 협조해 연간 1회 실시 중인 정기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소방 훈련 및 전기 안전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울산에는 동헌 및 내아, 울산향교, 최제우 유허지, 이휴정,

박상진의사 생가, 신흥사의 구 대웅전, 구 상북면사무소, 언양향교,

박제상 유적(치산서원지), 만정헌, 학성이씨 근재공 고택, 석계서원

등의 목조 문화재가 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3월 14일

울산하늘공원 현장 방문(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3. 14(금) 10:00 ~ 14:00

○ 방 문 자 : 시의회 교육사회위훤회 의원 6명(위원장 서동욱 의원)

○ 내 용 : 편입부지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현장 설명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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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생산정보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산업)

울산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는 지역 정보화 촉진과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8 생산정보화(e-Manufacturing)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본사 소재지가 울산시인 IT분야 중소 및 벤처기업으로

1기업에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다.

지원은 생산정보화, 산업안전정보화, 공장자동화, 기타 IT분야 등

총 4개 분야로 기술개발 기간은 올해 5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7개월간이다. 지원금액은 모두 2억6000만원이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인건비, 직.간접비용 등 전체 연구개발비의 80% 이내로 과제당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울산시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이와 관련 오는 17일 오후 2시

중소기업지원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생산정보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갖는다.

울산시 모자보건 지원사업 시행(복지)

울산시는 모성보호와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불임부부 지원 등의 '2008년 모자보건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65%

이하(3인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납부액이 직장가입 5만3천890원, 지역

가입 5만480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도우미가 12일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조리를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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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된다. 불임

부부를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법적 혼인상태 부부 가운데 체외

수정 시술(시험관아기)을 요하는 불임부부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130%이하(2인 가족 기준 보험료 직장가입 11만2천890원, 지역가입

13만5천650원)의 소득 수준과 여성의 연령이 44세 이하가 지원대상이다.

지원은 체외수정 시술비 1회 평균 3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

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당 255만원(최대

51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시는 미숙아(출생시 체중 2.5kg미만, 임신 37주 미만)를

출생한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임산부의 기형아 및 풍진검사도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3월 15일

울산 다자녀 사랑카드 발급 홍보(복지여성국)

○ 기 간 : 2008. 3. 15 ~ 4. 14(1개월간)

○ 발급대상 : 막내가 2000년 이후 출생한 2자녀 이상 가정(43,000가정)

○ 홍보방법 : TV 스폿방송, 대상가정 카드발급 안내문 발송 등

○ 주요내용

∙ 카드발급 취지 및 자격 홍보

∙ 카드발급 구비서류 및 발급창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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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단 기업체 악취 '꼼짝마'(환경)

울산시는 저기압과 기온 역전 등 기상 조건이 나쁜 여름철에 공단

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남구 부곡동 석유화학단지협의회

회의실에서 울산지역 기업체 환경관리인 90여명이 모인 가운데 '악취

예방간담회'를 갖고 올해 시가 추진할 악취 오염물질 관리대책을 설명했다.

울산시는 우선 다음달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시청에 환경담당

공무원이 배치된 '악취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악취 민원 발생때 신속한

대처와 현장 모니터링을 하도록 했다.

또 악취 중점관리 34개 기업과 상습악취 감지 60개 지점 등 악취

취약지역은 상시 및 특별 순찰, 오염물질 검사강화 등을 통해 악취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5개반 10명의 '기업체 자율환경 순찰대'를

구성해 울산유화학 단지 등 취약지역에 하루 2차례 순찰을 실시하고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공단을 중심으로 분기에 1차례씩

악취실태 정기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은 악취를 유발하는 기업체 대부분이 동남쪽

해안을 중심으로 입주해 있어 여름철마다 악취가 도심으로 퍼지면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올해는 악취 발생 기업체들을

집중 관리해 악취 발생을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악취배출 사업장 390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 사업장 184개 등 모두 574개 사업장을 악취발생 기업체로 선정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온산국가산업단지 등은

지난 2005년 3월17일 전국에서 처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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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6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교육청, 영재교육 대상 2천30명까지 확대(교육)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영재교육 대상 학생을 이 지역 전체 20만여명의

초.중.고교생 가운데 1%인 2천3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당초 올해는 전체 학생의 0.85%인 1천730명, 오는

2010년까지 전체 학생의 1%까지 영재교육을 확대 실시키로 했었다.

울산시교육청은 그러나 올해 울산사이버영재교육원, 울산외국어

영재교육원, 학성고와 효정고 등 지역 중고교에서 운영하는 지역 공동

영재학급 등이 속속 신설함에 따라 영재교육 확대 계획을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영재교육의 확대와 함께 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초중등 영재교육담당 교원의 직무연수 및 워크숍, 세미나 등도

강화하고 영재교육 산출물 발표회도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3월 17일

2007년 국정시책 합동평가단 현지검증 실시(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3. 17(월) 13:00～19:00, 대회의실

○ 방 문 자 : 검증단 8명

○ 검증대상 : 38개 시책에 대한 실적과 사실관계 확인

∙ 지자체별 이의신청 사항 및 서면평가위원 질의답변

∙ 기타 현지평가위원이 요청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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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 접수(자치행정국)

○ 기 간 : 2008. 3. 17(월) ~ 3.20(목), 4일간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선발인원 : 84명(연구사 2, 8급 1, 9급 81)

○ 시험일정

• 필기시험 : 장소공고(‘08. 5. 2), 시험일(’08. 5. 24)

• 면접시험 : 장소공고(‘08. 6. 20), 시험일(’08. 7. 16 ~ 7. 17)

• 합격자발표 : ‘08. 7. 30

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정비(소방본부)

○ 기 간 : 2008. 3. 17 ～ 3. 31(15일간)

○ 대 상 : 1,615개소(소화전 1,475, 저수조94 , 급수탑6 , 비상소화장치40)

○ 주요내용

∙ 시설별 사용가능 여부 일제점검 및 정비

∙ 비상소화장치 비품 확인 및 인근주민 사용법 교육

∙ 소방용수시설 부근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홍보

2008년 3월 17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체납세 정리율 5년만에 '최고'(행정)

울산시는 지난해 징수 대상으로 결정한 체납세 692천8천200만원

가운데 260억3천700만원을 거둬들여 정리율이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37.6%를 기록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체납세 정리율은 지난 2003년 24.1%이던 것이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22.2%로 주춤했고 2006년에 다시 26.9%로

높아졌으며, 지난해에는 강력한 징수활동의 영향으로 무려 10.7% 포인트나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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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해 체납자를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서 상습.고액체납자 출국금지로 18억4천100만원, 명단 공개로

17억2천400만원, 인허가 등 관허사업 제한 조치로 14억3천700만원을

각각 징수했다.

또 고액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추적해 50억4천900만원을 징수하고

예금과 부동산, 회원권 등을 압류했으며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 37억

9천300만원, 체납차량을 공매처분해 4억6천만원, 타지 거주자 방문

독려로 14억5천200만원을 각각 징수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3월 18일

동해권 시도지사협의회 실무위원회 개최(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3. 18(화) 11:00 , 동해비치관광호텔

○ 참석대상 : 15명 (3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 공무원)

○ 주요내용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사항 협의

∙ 기타 동해안 철도․고속도로 등 3개 시․도 공동협력사업 등

※ 동해권 시도지사협의회 : 3. 25(화) 11:00

태화강 둔치시설 이용 종합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환경국)

○ 일시․장소 : 2008. 3. 18 (화) 10:00, 3층상황실

○ 참 석 : 15명 (울산발전연구원, 자문단, 관련기관 등)

○ 주요내용 : 수목식재, 체육시설 재배치 등에 대한 최종보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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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변 경관디자인 T/F팀 자문보고회 개최(도시국)

○ 일시․장소 : 2008. 3. 18(화) 11:00, 롯데호텔(베네치아)

○ 참석대상 : 15명(정무부시장, 자문위원 5, 관련부서 9)

※ 자문위원(5명) : 교수 2, 울발연 1, 전문업체대표 2

○ 주요내용 : 태화강변 경관 관련 분야별 공공디자인 추진방안

2008년 3월 18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태화강의 변신, 울산시 경관계획 추진(환경)

울산시는 올해부터 태화강변 생태공원과 심벌로드 조성, 녹지확충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관디자인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18일 울산롯데호텔에서 태화강 경관 태스크포스 자문

위원들과 회의를 갖고 환경복지, 건설도로, 도시건축 등 분야별 경관

디자인 계획을 보고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환경복지 분야에서 중구 태화동 강변 53만1천㎡의

하천부지를 오는 2010년까지 크게 생태보전과 역사문화, 문화예술,

생태체험ㆍ교육 등 4개의 존(Zone)으로 나눠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에코폴리스 조형탑, 대나무 주제광장, 분수대, 실개천,

무지개 다리, 초지, 나비원, 연날리기장, 대나무 악기 공연장, 잔디

마당, 반구대암각화의 고래 문양을 새긴 태화루 암각화, 전통문화의

거리, 수생식물원, 물놀이 공간, 여울 등이 조성돼 기존 십리대숲과

어우러지게 된다.

또 남산로 790ｍ의 하부를 따라 관찰로를 개설하고 강변로 옹벽과

호안에 울산12경 벽화를 그리거나 덩굴식물을 심으며, 둔치에는 24만

9천249㎡의 대규모 꽃단지와 13만8천754㎡의 잔디마당, 느티나무 그늘

등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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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 분야에서는 시민의 휴식공간과 건강증진을 위해 구영교

∼명촌교까지 강변 양쪽 24.4㎞를 따라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고

태화교와 삼호교, 명촌교, 번영교 등 주요 교량에 울산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해 미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도시건축 분야에서는 신삼호교∼명촌교에 이르는 8.4㎞와 울주군

상북면 배내1교∼언양읍 언삼교에 이르는 2.2㎞의 기존 도로를 각각

편의성 위주의 공공시설과 다양성 중심의 민간시설이 조화를 이루도록

정비해 심벌로드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곳에는 전신주의 지중화와 아름다운 밤거리 조성을 위한 조도

조절, 소공원 등 녹지공간 조성, 상징조각물 등을 설치하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형태와 색상의 다양화, 야간조명을 통한 특화거리 조성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강변 500ｍ이내에서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너편 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남구 삼호동 일대의 건축물은 건너편(중구

다운동)에서 바라볼 때 남산의 7부능선을 가리지 않도록 높이를 제한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주민 5천명, 태화강 장례식장 반대 진정(사회)

울산시 남구 삼호동 주민 5천여명은 18일 삼호동 인근 태화강 둔치에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하는 연대 서명과 함께 진정서를 남구청에 냈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울산의 상징인 태화강의 둔치에 장례식장을

건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삼호동 주민들 뿐 아니라

110만 울산시민들이 모두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울산시민 전체를 위한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태화강 둔치에 장례식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남구청이 강력히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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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장례식장 건립을 추진중인 A씨는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태화강변에 장례식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 또한 법적 타당성을 인정받은 상태"라며 "건립 예정지가 삼호동

주거지역과 상당히 먼데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고 밝혔다.

A씨는 최근 태화강 십리대밭 생태공원의 남쪽 둔치인 남구 무거동

1270일대 2천212㎡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건립하겠다며 남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고, 남구청은 자연경관과

도시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이 신청서를 반려한 상태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3월 19일

야생동물 구조 관리센터 개소식(환경국)

○ 일시․장소 : 2008. 3. 19(수) 15:00,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 참 석 : 150명 (환경부, 시․도 센터관계자, 환경단체, 시민 등)

2008 3월 19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産․學․硏․官협의회 "울산 산업미래 책임진다"(산업)

울산시의 산업미래를 창출하기 위해 구성된 산학연관(産學硏官)

협의회는 19일 회의를 갖고 올해 기반을 다지기 위한 분과별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산학연관협의회에 따르면 기술개발분과는 공동연구과제 기획,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프로그램 연계, 산학 연관 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기술사업분과는 지역 기술이전 지원계획 수립과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수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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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분과는 산학연관의 정보공유를 위한 종합정보지원망을

운영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시설장비분과에서는 장비 보유

기관간 활용체계 구축, 고가 장비의 중복 도입을 막기 위한 보유장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나설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산학연관 협력 발전로드맵 작성과 국제세미나

개최, 협력사업 평가관리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울산 산학연관협의회는

지난 1월 지역의 산업미래 창출과 대학, 기업, 연구소, 행정기관의

상생발전을 목표로 구성됐으며 회원은 87명이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3월 20일

숯못 생태공원 조성공사 준공식(중구)

○ 준 공 식 : 2008. 3. 20(목) 15:00

○ 위 치 : 중구 성안동 숯못

○ 공사기간 : 2007. 10. 22 ～ 2008. 3. 16

○ 조성내용 : 산벽, 전망 및 보행데크, 분수시설, 조경수목 등

○ 사 업 비 : 10억원(국3, 시6, 구1)

○ 주 관 : 북정․성안 체육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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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20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테크노파크-러시아과학아카데미 MOU(산업)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 지부는

20일 울산롯데호텔에서 산업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울산테크노파크와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지부는 이날 양측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를 통해 연구자들의 상호

친선방문과 산업기술 정보교환 및 기술이전사업의 정례화 등을 약속했다.

양측은 이어 러시아의 우수기술과 연구개발센터 등을 소개하고

관심있는 기술에 대해 상담하는 우수기술 이전 설명회도 가졌다.

울산인구 3년째 '전입'보다 '전출' 많아(사회)

울산의 인구가 2005년부터 3년째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탈 울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20일 통계청의 인구이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울산의 인구는 지난

2005년에 392명의 순유출을 보인 후 2006년에 2천411명, 2007년에 992명이

각각 순유출돼 3년째 인구가 다른 시도로 빠져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타 시도로 빠져나간 인구가 5만3천411명인데 비해

타 시도에서 울산으로 들어온 인구는 5만2천419명에 그쳐 992명이

순유출됐으며, 전출지역은 경남 20.4%, 부산 20.3%, 경북 15.7%, 서울

12.6%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 전출인구는 15∼19세가 722명으로 가장 많아 고교 및 대학

진학을 위해 타 시도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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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3월 21일

주력산업의 날(제2회 화학의 날) 기념행사 추진(경제통상국)

○ 기 념 식 : 2008. 3. 21(금) 11:00, 롯데호텔, 300여명 참석

○ 노벨화학상 수상자 초청 특별강연회 : 3. 21(금) 13:00, 롯데호텔

○ 기념축구대회 : 3. 21~22, 28개팀 500명, 문수양궁장 등

○ 유망기술 사업화 전략 세미나 개최 : 3. 19(수) 14:00, 정밀화학센터

○ 이동화학관 및 에너지관 운영, 화학탐구 페스티벌 수상작 전시 등

택시분실물신고센터 개소(건설교통국)

○ 일 시 : 2008. 3. 21(금) 11:00

○ 장 소(2개소)

∙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 사무실(남구 삼산동 소재)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사무실(중구 성안동 소재)

○ 참석대상 : 150명 정도(택시조합, 업체대표, 노조위원장 등)

○ 행사내용 : 현판식, 운영요령 설명 등

2008년 3월 2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세계최고 R&D 클러스터 구축"(산업)

울산시는 2030년까지 5조3천550억원을 들여 세계최고 수준의 연구

개발(R&D) 클러스터 를 조성하는 '지역 R&D 역량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한국의 글로벌 산업도시에 걸맞은 연구개발

역량을 갖추기 위해 2010년까지 기반을 다지고 2020년까지는 G7 수준의

역량을 구축하며, 2030년엔 세계 최고의 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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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반확충, 과학연구단지 조성, 대학내

연구기관 유치, 전문연구 단지 조성, 혁신도시의 연구개발 역량 극대화,

복합에너지 생산연구단지 조성, 지역산업 연관기관 유치, 기업연구소

확대 등의 8대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R&D 기반확충을 위해 2012년까지 신화학실용화센터와 친환경

청정기술센터를 각각 건립하고 2013년까지 국가산업단지 안에 과학

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며, 지역대학에 세계적 규모의 연구개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올해 대상기관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국가 및 국제도시간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연구

단지를 중구 다운동 일대 79만 7천㎡ 규모로 조성하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1개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역량을 극대화하며, 신재생에너지

연구원과 에너지교육홍보연수원 등을 갖춘 복합에너지생산연구단지를

2012년까지 조성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주력산업의 지속 성장과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공공

연구개발기관을 유치하고 2020년까지 150개 이상의 기업체 연구소도

설치한다. 울산시는 오는 4월에 추진위원회와 실무팀(TF), 자문단 등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천 및 재원충당 방안을 담을 마스터플랜을 수립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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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3월 22일

제2회 강동수산물 축제 개최(북구)

○ 기간․장소 : 2008. 3. 22 ~ 3. 23(2일간), 정자항 및 산하해안 일원

○ 프로그램 : 몽돌해변 건강달리기, 가요제, 미역따기 등 22개 행사

【몽돌해변 건강달리기】

∙ 일시․장소 : 3. 22(토) 14:00～16:00, 강동해변(야외공연장 출발)

∙ 참가신청 : 297명

【가요제】

∙ 일시․장소 : 3. 22(토) 19:30～21:00, 정자항내 활어직판장 앞

∙ 참 가 자 : 8명 ※ 3. 14(금) 가요제 예심(37명 참여)

○ 소요예산 : 100백만원(시 30, 구 50, 수협지원 20)

2008년 3월 22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현대자동차 도움터장학회 4년째 사랑의 장학사업(사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교육봉사단체인 도움터장학회가 올해로

4년째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뜻깊은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대차 도움터장학회는 22일 올해 울산지역 초중고교생 23명을

선정해 학교 등록금, 급식비, 생활필수품 등에 쓰일 장학기금 3천500

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수혜 학생은 12명, 지원금액은 2천400만원 늘려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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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학생은 초등학생 7명, 중학생 8명, 고등학생 8명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면학의지가 각별하고 성실한 모범

학생들이다.

특히 도움터 장학회는 그 동안 단순히 금전적 지원 뿐 아니라 1대1

지도교사 방식으로 회원 1명이 학생 1명에 대해 부모, 선생님 역할

까지 하는 봉사도 하고 있다. 또 회원들은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고충을 상담하는 등 수혜 학생들이 올바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학생들과 함께 지역 봉사활동까지 참여, 이들 학생이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사회와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바른생활 선도에도 나서고 있다.

1993년 설립된 현대차 도움터장학회는 현재 회원수 2천760명으로,

회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천원씩 기부하는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설립 당시 회원수가 200명에 불과해 지금처럼 매년 대규모의 장학

지원을 펼치지는 못했지만 회원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지난 2005년부터

체계적인 장학지원을 하고 있다.

도움터장학회 총무인 엄진현 과장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도움터

장학회가 지원한 장학금은 총 4천여만원에 달하며, 60여명의 학생들이

혜택를 받았다"며 "장학회의 도움으로 무사히 학업을 마친 학생들이

다시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통해 사회진출에 성공했을 때가

가장 보람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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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23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남구 '건물 색채․조명' 허가조건에 포함(건축)

앞으로 울산시 남구에서 높이와 색채, 조명 등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고 건물을 지을 경우 건축 허가를 받기가 힘들어진다.

울산시 남구청은 23일 남구를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해 6개항의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구청이나 각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물 ▲미관

지구 및 도로폭이 20ｍ 이상인 도로변에 신축되는 건축물 ▲판매,

영업시설 및 의료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 ▲10층이상 건축물 등이다.

이들 건축물은 앞으로 연달아 접한 다른 건물과의 경계선 지역의

잔여 용지를 최대한 확보해 녹지나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전면 건축선도 옆 건물과 일렬로 일치시키고 1층 바닥도 보도와

높이를 맞춰 간판을 달 경우 높이가 일치되도록 건물을 지어야 한다.

또 건물 외벽은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는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하고

원색 및 형광색은 지양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특히 보행자의 공간 확보를 위해 인도 폭이 2ｍ 이하인

경우에는 건물의 1층을 뒤로 빼 인도 폭을 3ｍ이상 되도록 했고 10층

이상의 건축물은 야간경관 계획을 수립해 24시간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주역이 되도록 했다.

이밖에 교차로에 지을 건축물은 지붕층을 예술성을 갖춘 디자인

으로 지어야 하고 동일 형태의 건축물의 신축은 금하도록 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배치 ▲색채 ▲

높이 ▲야간조명 ▲형태 ▲기타 등으로 나눈 6개항의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 가이드라인은 '남구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될 올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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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공무원시험 경쟁률 49대 1(행정)

울산시가 지난 17~20일 4일간 '2008년도 울산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한 결과 84명 모집에 4천84명이 응시해 평균

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3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울산시 지방공무원 세무 9급 분야는

1명 모집에 205명이 접수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뒤를 이어

간호 8급이 95대 1, 행정 9급이 47명 모집에 2천812명이 접수해 6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외에 녹지 9급 52대1, 토목 9급 45대 1, 보건 9급 36대1, 공업

9급 27대 1, 사회복지 9급 20대 1, 환경 9급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

했다. 울산시는 오는 5월 24일 필기시험을 거쳐 7월 16~18일 면접시험을

실시한 뒤 7월 3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는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을 전국 15개

시․도가 동시에 실시해 응시기회가 줄어 전년도에 비해 경쟁률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울산 지방공무원 모집에 7천182명이 응시(110명

모집)해 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3월 24일

종합건설본부 종합감사(감사관실)

○ 감사기간 : 2008. 3. 24 ~ 3. 28(5일간)

○ 감 사 반 : 감사2담당 등 7명

○ 감사범위 : ‘05. 11. 19 ~ 08. 2월말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

○ 중점 감사사항

∙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시공 적합여부 및 민원처리 실태

∙ 예산집행 및 재산․물품 관리실태

∙ 도로, 교량 유지관리 및 각종 지시사항 이행실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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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폴리스 울산계획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환경국)

○ 일시․장소 : 2008. 3 24(월) 15:00, 의사당 3층 대회의실

○ 참 석 : 47명 (범시민 추진위원, 관계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에코폴리스 울산계획 추진성과 및 수정계획 추진방안 보고

∙ 범시민운동(C․G -10) 추진상황 및 2008년 사업계획 보고

∙ 기타 발전방안 토의 등

2008년 3월 24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체납차량' 색출 첨단시스템 도입(행정)

울산시가 체납차량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는 최첨단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24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섰다.

울산시에 따르면 1억1천600여만원을 들여 모두 3대의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기를 구입해 중구와 남구, 북구청의 단속차량에

각각 탑재하고 8개반 3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이날부터 4월3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 시스템은 카메라를 장착한 자동차로 주행하면서 주차해 있거나

운행중인 차량의 번호판을 초당 3대씩 인식해 체납여부를 확인, 현장

에서 즉시 번호판을 뗄 수 있어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던 기존 도보

단속 보다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유주와 운전자가 달라 상습체납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포차 450여대도 입력이 완료돼 즉시 단속할 수 있고 인근 지역에서

운행중인 시의 체납차량도 색출할 수 있다.

울산지역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8만여대, 체납규모는 20만건 230

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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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터널중 최장 '가지산 터널' 개통(교통)

국내 국도 터널 가운데 가장 긴 4.5㎞의 왕복 4차선의 가지산

터널이 24일 개통됐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24호선인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궁근

정리∼경남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총길이 8.663㎞(양쪽 진입로 포함),

폭20m, 왕복 4차로의 가지산터널이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개통됐다고

밝혔다.

2000년 6월부터 총 사업비 2천600억여원을 들여 공사를 시작한

가지산터널은 지난해 완공됐지만 이 터널과 바로 이어지는 밀양쪽의

구연터널 공사가 끝나지 않아 개통이 지연돼왔다.

구연터널 (2.58㎞ 왕복 4차선)은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아 2차선만

임시 개통됐으며, 이 구간은 도로가 갑자기 좁아지는 등 사고 위험을

고려해 차량 속도는 30㎞/h로 제한됐다.

가지산터널 상행선인 울산∼밀양 터널 길이는 4.534㎞, 하행선인

밀양∼울산은 4.580㎞인데, 하행선 터널길이는 국내의 국도터널 가운데

가장 길다.

국내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긴 터널은 경북 영주시 풍기읍과 충북

단양읍 사이 해발 689ｍ의 죽령고개를 관통하는 죽령터널(길이 4.600㎞)

인데 가지산터널 보다는 약 20ｍ 더 길다.

이 터널 개통으로 그동안 좁고 비탈져 눈만 내리면 통행이 제한돼온

가지산 산악도로를 이용하던 울산과 밀양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

될 전망이다.

주행거리는 종전보다 6㎞ 정도 짧아지고 통행시간도 종전 20여분

이상에서 5분 이내로 단축돼 물류비용 절감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된다. 또 가지산을 주변으로 한 석남사와 배내골, 울주 7봉 등 울산의

관광지와 얼음골, 표충사 등 밀양의 관광지 등이 어우러지면서 울산과

밀양의 접경지역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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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울산상공대상 수상자 3명 확정(사회)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두철)는 올해로 20회를 맞는 '울산상공대상'

수상자로 경영부문 고려아연㈜ 이제중 부사장, 기술부문 에보닉헤드워

터스코리아 이명률 공장장, 근로복지부문 ㈜삼양사 임경신 공장장을

각각 선정했다.

24일 상의에 따르면 고려아연 이 부사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과감한 투자결정,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으로 온산제련소를 단일 아연제련소로는 세계최대인

연간 45만t 생산규모로 성장시킨 공로다.

에보닉헤드워터스코리아의 이 공장장은 생산능력 증대 프르젝트를

수행해 독일 화학업체 데구사와 SKC 등으로부터 신기술을 도입하는데

성공한 공로가 인정됐다.

또 삼양사 임 공장장은 창사 후 42년간 무분규를 당성했고 다양한

종업원 복리후생 제도를 실시했으며, 1사1교 및 1사1촌 자매결연, 1사

1하천 및 1사1습지 가꾸기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활발하게 펼친

공로다.

상의는 오는 25일 울산롯데호텔에서 제35회 상공의 날 기념식 및

제20회 울산상공대상 시상식을 갖고 이들에게 상패와 상금 각 2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3월 25일

제1호 작은도서관 가칭「은행나무 도서관」개관(울주군)

○ 일 시 : 2008. 3. 25(화) 10:00(도서관 면적 : 76.2㎡)

○ 장 소 : 범서복지회관(구영리)

○ 참석인원 : 100명 정도

○ 내 용 : 개관식 및 도서나눔행사 (보유장서 : 5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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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25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도시디자인문화포럼 창립(행정)

울산도시디자인문화포럼은 25일 울산대학교 행정본관 5층 강당에서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갖고 앞으로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해 울산시와

구․군의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울산대학교 디자인대학과 미술대학, 건축대학 교수, 울산시와 남구청

등 관련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창립총회에서

주봉현 울산시 정무부시장과 이달희 울산대 공공정책연구소장이 공동

대표로 선출되고 정관 의결과 설립 취지문이 채택됐다.

주봉현 정무부시장은 "울산이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가 4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부유한 도시가 된 만큼 도시 발전에 '디자인'을

접목해 받아들일 시기"라며 "포럼이 아름다운 생태도시 울산을 만드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3월 26일

「태화강 경관디자인 T/F팀」자문회의 개최(도시국)

○ 일시․장소 : 2008. 3. 26(수), 울산롯데호텔

○ 안 건 : 태화강 경관사업 공공디자인 추진방안 자문

※ 태화강 경관디자인 T/F팀 개요

∙ 구성인원 : 16명(실무추진 부서장 11명, 전문가 5)

∙ 역 할

- 태화강변 분야별 추진사업 경관관련 통합 조정 관리

- 분야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시 경관디자인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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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26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박맹우 울산시장 '뉴거버넌스 메달' 수상(행정)

박맹우 울산시장은 26일 서울 63빌딩에서 한국정책과학학회와

고려대학교 거버넌스연구소로부터 뉴거버넌스 리더십 메달을 수상했다.

뉴거버넌스 리더십 메달은 21세기형 선진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는

지도자를 발굴해 공로를 알리고 바람직한 미래 지도자상을 제시하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된 것으로 정책혁신, 국제교류, 민관협력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해 시상하며 수상자는 박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모두 13명이다.

박 시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을 일선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시정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인사혁신을

주도하고 창조적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기업메세나 운동을 주도하는

등 탁월한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울산 후보 24명 등록, 경쟁률 4대1(정치)

26일 제18대 총선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울산 지역 6개 선거구

에서 24명이 등록,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거구별로는 동구 4명, 북구 4명, 남구갑 4명, 남구을 4명, 중구

4명, 울주군 4명 등 6개 구.군에서 모두 4명씩 등록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과 평화통일가정당이 각각 6개 전 지역구에서

등록했고 민주노동당 4명, 친박연대 3명, 진보신당과 통합민주당이

각각 1명, 무소속 4명이었다.

여성 후보는 현재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이영순(남구갑)

후보와 친박연대 최윤주(북구), 진보신당 노옥희(동구), 평화통일가정당

이경순(남구을) 등 모두 4명이다.



2008 울산종합일지  ● ● ●

156╻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 

최고령 후보는 3선에 도전하는 최병국(남구갑) 후보로 66세, 최연소

후보는 무소속 이정훈(울주군) 후보로 34세이다.

직업별로는 정당인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역 국회의원이 6명,

자영업 3명, 무직 1명 등이다.

이날 후보등록자 20명 가운데 전과가 있는 사람은 모두 4명이었고,

군복무 대상자 17명 중 단 1명만이 군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3월 27일

울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발족(자치행정국)

○ 일시 장소 : 2008. 3. 27(목) 11:00 ~ 12:00, 의사당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30명(경찰청 17, 외부위원 13)

○ 주요내용

∙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방안, 협조사항 등 주요안건 토의

∙ 협약서 체결 및 공동선언문 낭독, 기념촬영

○ 주 관 : 울산광역시경찰청

2008년 3월 27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EU 등록대리인 초청 세미나(산업)

울산시 투자기관인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는 27일 한국화학

시험연구원 영남본부와 함께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대응하기 위해 EU 등록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체코의 VUOS

연구소 관계자 3명을 초청해 세미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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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는 또 대리인들이 지역 기업의 유럽진출에

협력하도록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세미나에서 이들 대리인은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정책과 제3국

에서의 유럽 화학물질 등록과정, 등록을 위한 필수자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울산시와 체코간 공동협력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3월 28일

고래테마관광산업 마스터플랜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경제통상국)

○ 일시․장소 : 2008. 3. 28(금) 17:00, 3층 상황실

○ 참 석 자 : 18명(정무부시장, 자문위원 11명, 구․군 담당과장)

○ 주요내용 : 마스터플랜 추진계획 보고 및 의견수렴

○ 보 고 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승우 연구위원

2008. 1/4분기 울산 메세나운동 자매결연식(행정)

○ 일시․장소 : 2008. 3. 28(금) 11:00,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 참석인원 : 180여 명

○ 주요내용 : 메세나소개, 경과보고, 자매결연 약정체결, 기념공연 등

○ 울산메세나 특집방송 : 4. 4(금) 21:50~22:40, 울산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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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28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고가도로 개설 두고 태화동주민 '반발'(사회)

울산시 남구 옥동에서 북구 농소를 잇는 국도 7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울산시가 옥동∼

남산∼오산교∼태화∼성안∼가대∼달천∼호계를 잇는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도로는 연장 16.9㎞, 폭 20m의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로 오는

2013년까지 건설비 3천470억원(국비1천604억원.시비 1천866억원)을

들여 건설될 예정이며, 울산시는 오는 12월께부터 보상업무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 도로가 건설되면 울산시내를 거쳐 경주로 연결되는 국도 7호선에

울주군∼남구∼중구∼북구로 연결되는 새로운 광역교통축이 더해져

신삼호교와 태화교, 남산강변로 등은 물론 시가지 교통체증이 크게

완화되고 산업물동량 수송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시는 전망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 태화동 주민들은 태화동 중심을 새로 생길 고가도로가

관통하게 되면 인근 주택가의 소음이나 분진 피해가 예상되고 땅값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영환 주민 비상대책공동대표는 "고가도로 주변 아파트 등 1천여

세대는 소음과 분진, 조망권 침해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지난 1월 초

부터 천막농성을 벌이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울산시를 잇따라 항의

방문, "노선을 변경해 도로를 주택가가 없는 외곽으로 우회해 건설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와 국토관리청 측은 "건설

계획상 노선변경이나 고가도로 건설 재검토 등을 고려할 수 없다"며 "

방음벽 설치 등을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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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30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고래도시 울산 '10㎞ 고래테마거리' 만든다(문화)

울산시 남구청(청장 김두겸)은 울산을 고래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울산의 관문인 남구 신정동 공업탑로터리에서 옛 고래잡이 본거지였던

남구 장생포동까지 10㎞를 '고래테마거리'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청은 이에 따라 모두 28억원을 투입, 올해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고래테마거리를 만들기로 하고 올해말까지 우선 11억원을 들여 공업탑

로터리 부근에 고래도시를 상징할 랜드마크(Land Mark)로 대형 고래

조형물을 세우기로 했다.

또 고래테마거리가 조성되는 구간인 수암로와 장생포로에 접한

건물 외벽과 보도블록, 공공시설, 소공원, 간판 등에 다양한 모양의

고래를 그려넣고 고래를 형상화한 그림과 조각, 예술작품 등을 거리

여건에 맞춰 설치하기로 했다.

구청은 이에 앞서 최근 시행한 남구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고래테마거리 조성 계획도 포함시켜 앞으로 꾸밀 도시 이미지를

고려해 고래테마거리도 조성할 계획이다.

김두겸 청장은 "울산은 장생포 고래박물관에 연간 25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장생포가 고래문화체험 특구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고래도시의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다"며 "울산의 입구에서 장생포로

향하는 거리까지 10㎞를 고래 테마거리로 조성해 고래문화도시란

도시 브랜드를 확고히 다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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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목조문화재에 적외선 감지시설(행정)

울산시는 울산향교 등 울산지역 10개 목조문화재에 '적외선 감지․

통보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시설은 일반인이 야간에 무단으로 해당 목조문화재에

접근하면 적외선 감지기가 즉시 작동해 보안업체와 문화재 관리자에게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감지시설이 설치된 문화재는 이휴정, 고헌 박상진 의사 생가, 신흥사

구 대웅전, 만정헌, 치산서원지, 석계서원, 학성 이씨 근재공 고택, 동헌

및 내아, 울산향교, 최제우 유허지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CCTV, 화재감지기 등 첨단

방범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8년 3월 3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외솔 최현배 생가' 복원 착공(문화)

울산 출신의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1894~1970) 선생의 생가 복원

공사가 착공돼 생가와 기념관이 각각 오는 8월 말과 내년 1월말 완공될

예정이다.

울산 중구청에 따르면 울산시 중구 동동 613 일대 3천645㎡에

생가와 기념관, 기타 부대시설의 시공사 선정이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생가복원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중구청은 "생가는 가능한 외솔 선생이 살아있을 당시의 모습을

최대한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복원할 계획"이라며 "생가는 올 8월 말

까지 완공하고 기념관은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완공한다는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솔 생가 복원사업에는 총 47억5천만원이 투입되며 안채, 아래채,

부속채 등 생가 3개 동과 2층짜리 전시관, 주차장 등이 갖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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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은 아직 보상협의가 안돼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1개 동에

대해서는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 6월까지는 보상작업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외솔 생가 복원사업은 지난 2001년 12월 울산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문화재 기념물 39호로 지정되면서 시작됐으며 2002년 10월

생가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전시관 건립이 추가되는 등 사업

규모가 확대됐다.

외솔 선생은 1894년 10월19일 울산에서 태어나 일본 교토(京都)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연희전문과 이화전문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우리말본'과 '한글갈' 등을 남겼으며, 일본강점기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는 등 평생 한글 보급과 교육에 앞장서다 1970년 3월 77세로

작고했다.

'울주 외고산옹기축제' 명칭 특허청 등록(문화)

울산시 울주군이 울산지역에서 유일한 옹기축제인 '울주외고산

옹기축제'의 명칭을 특허청에 등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울주군은 축제 명칭의 고유화와 단일화를 위해 지난달 특허청에

등록을 의뢰해 등록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외고산옹기축제의 명칭이 울주외고산옹기축제로

단일화됐다. 울주군은 이번 울주외고산옹기축제의 특허청 등록에 따라

향후 10년간 전시회나 지역문화 축제개최업 등에 독자적으로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울주군 김방우 관광진흥팀장은 "울주외고산 옹기축제란 명칭이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명칭으로 단일됐다"

며 "앞으로 각종 축제에 단일화된 이 명칭으로 알릴 수 있게 돼 홍보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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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생활폐기물소각장 주변 환경영향 '안전'(환경)

울산시가 남구 성암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시에 따르면 2007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성암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성조사를 한 결과 아황산가스

(기준치 0.05ppm 이하)는 성암동 0.009∼0.025ppm, 인근 울주군 용암리

0.004∼0.015ppm, 처용리 0.005∼0.014ppm 등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

또 납과 벤젠은 이들 지역에서 아예 검출되지 않았고 소음(환경

기준 주간 75dB)은 소각장이 주간 52.4∼59.4, 용암리 주간 55, 처용리

주간 40.2∼45.1dB로 각각 측정됐으며, 수질과 악취도 기준치 이하로

안전했다.

울산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소각장 주변에 대해 3년마다 4분기에 걸쳐 환경조사를 실시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번 조사를 했다.



주요수록안내

4월2008 울산종합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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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개교 앞둔 울산과기대 교수 공채 586명 몰려(교육)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총장 조무제)의 내년 개교를 앞두고

최근 첫 교수 공개채용시험에 국내외 현직 교수 85명, 외국인 11명을

포함해 모두 586명이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기계 및 재료공학이 136명, 전기 및 컴퓨터공학 75명,

생명 및 정밀 화학공학 분야 69명, 영어교육 33명 등이 지원했다.

지원자를 출신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가 18%인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43명, 고려대와 부산대가 각각 42명, 한양대 35명, 경북대

29명, POSTECH 23명, KAIST 15명 등의 순을 보였다.

박사학위 취득 기준으로 보면 미국대학이 전체 지원자의 40%인

230명, 서울대 60명(10.2%), KAIST 57명(9.7%), POSTECH 29명(4.9%)

등이었다. 지원자들의 현 직위는 대학의 정년보장 트랙을 적용받는 전임

교수가 14.5%인 85명인데, 이들은 국내 최고수준의 대학들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에 18명, 지방 국립대 22명, 지방 사립대 30명, 하버드,

미시간 등 미국 대학에 10명, 나고야 대학 등 일본 대학에 2명, 기타

국가에 3명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인도, 싱가포르 등 6개국에서

11명이 지원했다.

울산과기대는 오는 15일까지 1차 심사를 벌여 3-4배수로 압축, 2차

심사대상자를 발표한 뒤 다음달 말까지 논문 등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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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직원 벚꽃 아래서 '화합․봉사' 결의(행정)

"벚꽃처럼 환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무한 자원봉사를 다짐합니다."

울산시청 직원들이 1일 벚꽃이 만개한 시청 앞마당에 모여 가볍게

호프를 들이키며 상하 및 동료간 우의를 다지고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자원봉사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오후 6시30분, 일과를 정리한 박맹우 시장을 비롯한 직원 500여명은

벚나무 아래 둘러 앉아 호프를 마시고 통기타연주를 들으며, 사진촬영을

하고 흥겨운 장단에 함께 어깨를 흔드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어 공무원 동아리의 자원봉사 활동상이 소개되고 공무원 불자회와

미나회, 사진동호회, 이일회, 가톨릭성우회, 아름다운사람들, 산우회 등

각 동아리별로 시의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1대1 자원봉사 결연) 사업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이 이어졌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공무원들은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사업에 적극 참여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끝까지

책임봉사하며,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미래의 울산을 앞당기겠다"

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자원봉사 활동 사진전도 곁들였다.

박맹우 시장은 "불우한 이웃과 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수요처와

1대1로 결연해 봉사하는 사업에 우리가 먼저 참여해 무한봉사를 실현

하자"며 "우리의 힘으로 울산을 지구촌 최대의 행복도시로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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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2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첫 식수생산 '우정정수장' 역사자료화(행정)

울산시는 지역에서 최초로 식수를 생산해 공급한 옛 우정정수장에

표지석을 세워 역사자료화 할 방침이다.

2일 시에 따르면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로 이용하고 있는

중구 우정동 옛 우정정수장에 표지석을 세워 울산에서 처음 시민의

생명수를 생산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곳에 대한 사진과 문헌 등의

자료를 확보해 홍보할 예정이다.

우정정수장은 지난 1934년 12월20일 부터 1987년 12월24일까지

53년 동안 1일 1천㎥의 수돗물을 생산해 공급했으나 회야정수장이

신설되면서 가동을 중단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4월 4일

창설 제40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 개최(건설교통국)

○ 일시․장소 : 2008. 4. 4(금) 15:00, 의사당 대회의실

○ 대 상 : 384명(통합방위협의회위원, 시의회의원, 구청장ㆍ

군수, 읍면동장, 예비군지휘관 등)

○ 주요내용 : 유공자표창, 기념사, 격려사, 축사, 축하공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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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4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구청장․군수協 "풍력발전 반대 공동대응"(행정)

울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경남도가 밀양과 울산시 울주군의

경계지역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려는데 대해 지역 자치단체장 차원

에서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정했다.

4일 구청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3일 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신장열 울주군수 권한대행, 김두겸 남구청장, 강석구

북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 조용수 중구청장 등 5명의 구군 자치단체장이

모여 경남도의 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을 반대하고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달 조찬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반대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했으며, 최근 울산지역 환경단체 등 영남알프스 풍력발전단지

반대대책위원회가 발족하자 반대대책위의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풍력발전단지 반대에 공동대응할 지 등에

대해 계속 협의해가기로 했다.

이들은 "이번 풍력발전단지의 규모가 2.3㎿/h 풍력발전기 22대에다

전력연결을 위한 송전탑 38개가 건립되는데 건설과정에서 영남알프스

지역의 환경 및 경관 훼손은 불가피하다"며 "이 지역은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소중한 자연유산인만큼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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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적십자회비 11억8천만원 모금, 목표 초과(사회)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는 지난 1∼3월 적십자회비 모금운동을 벌인

결과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4일 적십자사 울산지사에 따르면 당초 11억3천100만원을 목표로

모금운동을 벌였으나 총 11억8천325만2천원을 거둬 목표를 4% 초과

달성했다.

구․군별로는 중구 2억3천60만원, 남구 4억2천225만원, 동구 1억7천

915만원, 북구 1억5천966만원, 울주군 1억9천156만원을 각각 모금했다.

적십자사 울산지사는 올해 수혜자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봉사

활동과 찾아가는 봉사서비스, 전문봉사원 양성, 차별화된 청소년적십자

활동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4월 5일

제9회 병영 3ㆍ1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중구)

○ 일 시 : 2008. 4. 5(금) 09:30 ～ 14:00

※ 위령제 : 4. 4(목) 14:00, 황방산

○ 장 소 : 삼일사당, 병영초등학교, 병영사거리 일원

○ 참여인원 : 5,000여명(유족, 학생, 시민 등)

○ 행사내용 : 고유제, 출정식, 시가행진, 재현행사 등

○ 소요예산 : 50,500천원(국비10,000 시비20,000 구비16,000 자부담4,500)

○ 주 관 : 울산병영삼일사봉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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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4월 6일

제11회 울산연극제(문화체육국)

○ 기간․장소 : 2008. 4. 6 ~ 4. 15,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개 막 식 : 4. 6(일) 18:30

○ 공 연 일 정 : 4개팀 참가

∙ 4. 6(일) 극단무「해무」, 4.11(금) 극단푸른가시「말할수없었습니다」

∙ 4. 13(일) 극단세소래「행복한 가족」, 4.15(화) 극단 광대「나마스테」

2008년 4월 6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남구청 '고래잡이 재개' 서명운동 추진(행정)

우리나라 고래잡이의 본거지였던 장생포항이 위치한 울산시 남구의

김두겸 남구청장이 6일 "울산의 전통문화인 고래고기 음식문화를 이어

가기 위해서는 포경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에 포경 재개를 요청하는

대시민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김 청장은 "울산의 남구 장생포는 지난 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가

고래잡이 중단 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우리나라 고래잡이의 본거지였고

장생포를 중심으로 울산 사람들은 수 백년 전부터 고래고기를 먹어왔다"

며 "고래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전통 음식문화를 없애겠다는 것"

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대다수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수산업법으로 길이

4ｍ이하의 돌고래까지도 잡지 말아야 할 '(희귀)고래류'로 분류해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며 "4ｍ이하의 고래는 제한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어족자원'으로 분류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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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최근 이 지역 5개 구.군 구청장 및 군수 협의회에서

이 서명운동을 제안했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구청장과 군수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돌고래의 경우 울산 앞바다에만 500마리에서 800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며 어민들의 생계수단인 오징어와 명태를 마구잡이로

잡거나 위협해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다"며 "어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줄이고 전통 음식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제한적인 포경이 절실한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포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미국은 북극 고래 280마리,

러시아는 귀신고래 620마리, 덴마크는 밍크와 혹등고래, 북극고래 등

모두 212마리를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잡도록 지난해 IWC 총회에서

결정한 상태"라며 "이들은 자국민과 전통 보호를 위해 고래잡이에

나서는데 우리나라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울산앞바다의 돌고래류는 한국과 일본 해역을 드나들며

다니고 있는데 일본은 포경을 하고 한국은 포경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는 강대국 눈치만 보지 말고 우리나라 어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울산이 고래음식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특히 "고래잡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수사를 하면서

울산은 고래고기 식당 업주까지 범법자를 만들고 고래가 몰래 비위생적

으로 해체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오는 5월 울산고래축제를

전후해 4ｍ이하 소형 고래류의 제한적 포경을 위한 대대적인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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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4월 7일

공동주택 외벽색채디자인 개발지원 대상 입주민 간담회 개최(도시국)

○ 기 간 : 2008. 4. 7～4. 11(5일간)

○ 지원대상 : 16단지(중구 1, 남구 3, 동구 8, 북구 1, 울주군 3)

○ 주요내용

∙ 공동주택 외벽색채에 대한 입주민 설명 및 주변경관의 색채분석

○ 향후 추진계획

∙ 2008. 4～10월 : 디자인 도안 및 배부

∙ 2008. 11～12월 : 입주민 평가결과 분석 및 수범사례 전파

2008년 4월 7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공단폐열 이용 蘭 온실 가동(산업)

공단 폐열을 이용해 호접란(胡蝶蘭.나도제비난)을 기르는 울산시의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이달 말께 재배 온실이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7일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난 육성사업단에 따르면 울산시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내 폐기물 처리업체인 ㈜범우의 폐기물 매립지 위에

1천100㎡ 넓이의 호접란 재배 온실 설치 작업이 마무리에 접어들어

오는 4월말께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폐열을 이용해 호접란을 생산할

예정이다.

사업단은 소각장 보일러에서 발생해 버려져 온 150℃의 수증기를

하우스 난방용으로 공급하면 호접란 성장에 적합한 25℃의 온도를

항상 유지할 수 있어 호접란의 생산원가를 최대 6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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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공장 폐열 및 폐기물매립지를 활용한 지역특화 난 육성

산업'은 지난해 지식경제부(당시 산업자원부) 지역 연고산업진흥사업에

선정돼 울산 농업기술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국대학교, ㈜범우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단은 이 사업에 국비와 시비 등 총 36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그동안 선진 재배기술의 보급과 재배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미국시장 조사단을 파견하고 북구 농소호접란 수출단지 작목반

회원들과 호접란 대미.일 수출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오는 11~24일 서울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난

전시회'에 울산 호접란 작목반의 부스설치와 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단 측은 "호접란 생육에 25℃의 온도 유지가 필요해 7, 8월을

제외하고는 난방이 필요하며, 이 때문에 난방비가 생산비의 50~60%를

차지한다"며 "공단의 폐열을 이용하면 생산비를 크게 줄여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농업과 공업, 환경의 상생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4월 8일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개최(문화체육국)

○ 일시․장소 : 2008. 4. 8(화) 11:00, 체육회 대회의실

○ 참석인원 : 24명(회장단 7, 이사 15, 감사 2)

○ 주요내용 : 울산지부 승인, 2008년도 예산보고, 규약개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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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8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도시녹화사업 본격 추진(환경)

울산시는 8일 도시녹화자문회의를 열어 올해 추진할 녹화사업을

보고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0년까지 모두 270억6천여만원을 들여

덩굴식물 100만그루 심기와 아산로 중앙분리대 녹화, 2열 가로수

식재, 온산공단 그린웨이 조성, 도시숲 조성, 태화강 경관녹화 등 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덩굴식물 심기의 하나로 14억2천만원을 들여 도로변 66곳에

담쟁이덩굴 등 30만 그루를 심을 예정이며, 온산국가산업단지내 도로변

인도에 가로수와 초화류 등을 심는 그린웨이 조성사업을 10월부터

추진한다.

울산시는 또 19억원을 들여 아산로 중앙분리대 녹화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27억원을 들여 번영로 등 6개 주요 간선도로변에

느티나무 가로수를 2열로 심을 예정이며, 경주와 양산 경계지점에

각각 도시숲도 조성할 계획이다.

울산 도심하천 무거천 시민 품으로(환경)

울산의 대표적인 도심 하천인 무거천이 자연 생태하천으로 조성돼

시민들의 품에 돌아왔다.

울산시 남구청은 울산시 남구 무거동 옥현주공3단지 아파트에서

태화강까지 2.59㎞의 무거천 가운데 신복로터리 인근 삼호6교에서

태화강까지 1.47㎞를 자연 생태하천으로 만들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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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비와 시,구비 등 모두 15억4천500만원을

들어 이 구간에 생태계 보존에 효과적인 삼각방틀과 자연석 호안을

설치하고 징검다리 5곳과 하상 폭을 좁혀 물살을 빠르게 하는 여울

4곳, 물고기 길 2곳, 생태관찰로 1.2㎞를 조성했다.

또 노란꽃창포 등 다양한 수변 식물을 심어 주변 벚꽃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특히 구청은 하천 생태보존을 위해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던 삼호동 인근 230ｍ의 복개 부분을 개복하고 태화강 연안

4천㎡의 부지에 모자라는 잔디형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무거천 오염을 막기 위해 하천변 주변에 오수관로를 매설,

하천에 유입되는 오수 전량을 수거해 별도로 처리하고 다운정수장에서

공급되는 하루 1만톤씩의 지하수를 계속 무거천에 유입해 깨끗한

하천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구청 관계자는 "도심의 오염된 하천을 수변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라며 "하천의 상류쪽 나머지 1.12㎞ 구간은

국비지원을 받아 조성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자치행정국)

○ 선 거 일 : 2008. 4. 9(수) 06:00 ~ 18:00

○ 선 거 구 : 6개소(중구, 남구갑, 남구을, 동구, 북구, 울주군)

○ 선거인수 : 812,905명(인구 1,103,030명의 73.7%)

○ 일정별 추진사항

∙ 4. 2일자 : 선거인명부 확정

∙ 4. 3 ~ 4. 4(2일간) : 부재자 투표

∙ 4. 4까지 : 투표안내문 발송

∙ 4. 8까지 : 투표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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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4월 10일

자유무역지역지정 예비타당성 중간보고회 참석(경제통상국)

○ 일시․장소 : 2008. 4. 10(목), 기획재정부

○ 참석대상 : 10여명(기획재정부, KDI, 울산시 경제통상국장외 2명)

○ 주요내용 : 울산자유무역지역 지정당위성 설명 및 개발방향 의견 제시

※ 울산 등 4개 후보지가 예비타당성 조사 중(’07. 9 ~ ’08. 6)

2008년 4월 10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개표마감, 한나라당 6곳중 5곳 압승(정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마감 결과 울산에서는 한나라당이 6개

지역구 가운데 5곳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 중 정갑윤, 최병국, 윤두환 등 3명의 현역 한나라당 의원이 3선에

성공했고, 정몽준 의원의 지역구였던 울산 동구를 승계한 안효대 당선자가

초선 금배지를 달게 됐다.

또한 선거운동 막판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을 반복

하며 '초박빙' 승부를 벌였던 울주에서는 무소속 강길부 당선자는

한나라당 이채익 후보를 12.98%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후보를 낸 5개 지역구에서 모두 패했다.

개표 마감 결과 울산 중구의 한나라당 정갑윤 당선자는 64.85%의

득표율을 기록, 2위인 민노당 천병태 후보(21.4%)와 압도적 표차를

보이며 3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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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을 역시 한나라당 김기현 당선자도 62.0% 득표율을 기록,

민주노동당 김진석(26.71%), 무소속 이동해(8.68%)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으며, 남구 갑에서도 한나라당 최병국 당선자가 60.83%의 득표율로

민노당 이영순(36.78%), 평화통일가정당 박덕원(2.38%) 후보를 제치고

3선 대열에 합류했다.

동구에서는 정몽준 의원이 서울 동작 을에 전략공천되면서 정 의원의

지역구를 승계한 한나라당 안효대 후보가 51.39%를 득표해 진보신당

노옥희(32.32%), 친박연대 박정주(14.62%) 후보를 누르고 초선 진출에

성공했다.

이번 총선의 울산 최대 격전지로 분류됐던 울주군에서는 무소속

강길부 당선자가 48.59%의 득표율을 기록, 한나라당 이채익(35.61%),

무소속 이정훈 후보(13.72%)를 제치고 승리했고 북구에서는 한나라당

윤두환 당선자가 46.23%를 득표해 민주노동당 이영희(31.84%), 친박연대

최윤주(21.02%) 후보를 제치고 3선에 성공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 정치'를 표방해 온 노동정치 세력은

울산의 6개 지역구 중 울주군을 제외한 5개 지역구에 후보를 냈지만

모두 2위에 그쳐 의석 획득에 실패했다. 또한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한 임동호(중구) 후보는 11.1%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한편 울산에서는 전체 선거인 81만2천693명 중 37만1천853명이

투표해 45.8%의 투표율을 기록, 지난 17대 총선 투표율 보다 16.2%

포인트나 낮았다.

지역별 투표율은 울산 최대 격전지였던 울주군이 50.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북구 47.8%, 동구 47.7%, 남구 43.5%, 중구 42.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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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4월 11일

제8차 부․울․경 발전협의회 개최(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4. 11(금) 17:00, 대회의실

○ 참석대상 : 부․울․경 3개 시․도지사

○ 주요내용 : 현안 협의(4건) 및 행사 등에 따른 협조(8건) 논의

∙ 세계옹기문화엑스포 홍보․참여 협조

∙ 부․울․경 경제 현안 공동 대응, 분과위 설치 등

울산광역시 교통포럼 개최(건설교통국)

○ 일 시 : 2008. 4. 11(금) 10:30

○ 장 소 : 울산발전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대상 : 50여명(교통포럼회원, 부울경 연구원 등)

○ 주요내용 : “교통정책 흐름변화와 대중교통방향“에 관한 세미나

∙ 외국사례 발표 : 펜실베니아대학 에릭크리스쳔브룬 교수

∙ 국내사례 발표 : 울산발전연구원 권창기 도시계획연구실장

○ 기타행사 : 우수 산업체 견학(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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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1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기능경기대회' 개막, 371명 참가(산업)

2008년 울산시 기능경기대회가 11일 개막돼 16일까지 지역 5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 번 대회에는 371명의 선수가 참가해 울산공고와

현대정보과학고, 울산생활과학고, 울산정보통신고, 양산대학 등에서

기계제도, 용접, 배관, 컴퓨터정보통신, 자동차정비, 드레스메이킹,

폴리메카닉스 등 37개 직종에 걸쳐 기량을 겨룬다.

특히 옹기 직종을 지난해에 이어 지역특화 직종으로 선정해 7명의

장인들이 기량을 겨루고 참관자를 위한 옹기제작 시연행사를 가지며,

제과․제빵과 천연비누, 비즈공예, 풍선아트 등의 시연행사를 열어

풍성한 볼거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대회 최연소 참가자는 장식미술 직종의 서종민(17)군, 최연장자는

자동차도장 직종의 김영학(58)씨이며, 장애우 4명도 귀금속 공예과

드레스메이킹 직종에 출전한다.

울산시는 직종별 입상자에게 상장과 메달, 상금은 물론 기능사

자격증을 주고 산업기사 응시자격과 9월 경북에서 열리는 전국기능

경기대회 참가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울산시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박맹우

시장은 참가선수들에게 "이번 대회를 통해 기능인의 명예와 전통을

어어가겠다고 다짐하고 기능향상과 기술개발에 더욱 매진해 산업수도

건설의 주인공이 돼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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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4월 12일

2008년도 국가직 9급 공채시험 실시(자치행정국)

○ 일시 장소 : 2008. 4. 12(토) 10:00, 3개교(울산공고, 울산서여중, 월평중)

○ 선발 예정인원 : 3,357명

○ 출원 인원 : 164,690명(평균 경쟁률 49:1)

※ 우리시 출원 인원 : 3,081명

○ 시험관리인력 : 252명(파견관 10, 본부요원 60, 시험관리관 182)

○ 시험관리관 교육

∙ 본 부 요 원 : 4. 11(금) 15:30~16:00, 후생관

∙ 시험관리관 : 4. 12(토) 08:25~09:15, 각 학교 시행본부

청소년문화존(시 대표존) 개막행사 개최(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4. 12(토) 13:0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일원

○ 참석대상 : 청소년 및 일반시민 800여명

○ 행사내용

∙ 체험활동 : 과학 및 문화체험 부스, 식전공연

∙ 개막행사 : 인사말씀, 내빈소개, 문화존 활동 동아리 소개

∙ 문화공연 : 댄스, 노래, 록, 밴드 등 청소년동아리 공연

○ 주 관 : 울산흥사단, 청소년선도지도회

○ 주 최 : 보건복지가족부,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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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4월 13일

시민식수의 날 행사 추진(환경국)

○ 일 시 : 2008. 4. 13(일) 14:00 ~ 16:00

○ 장 소 : 종합운동장 보조구장(행사), 중구 약사천 양안(식재)

○ 참석현황 : 환경운동연합 등 31개 단체 1,300여명

○ 식재계획 : 1.7㎞, 덩굴식물 17,000본

○ 행사내용 : 덩굴식물 식재 및 꽃씨풍선 날리기 등

2008년 4월 13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무연탄 실은 북한 선박 울산항 첫 입항(경제)

무연탄을 실은 북한 선박이 13일 울산항에 처음 입항했다. 울산

지방해양항만청(청장 신연철)은 북한에서 무연탄 4천t을 실은 북한

국적선 창덕호(2천496t급.선장 강철용)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20분께

울산항 M-7 정박지에 정박했다고 밝혔다.

이 선박에는 북한측 인솔자 2명을 포함해 선장과 선원 등 모두

29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울산항을 통해 북한산 무연탄이 수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무연탄 하역작업은 오는 17일 울산항 석탄부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북한산 무연탄은 서울 소재 우리나라 기업인 대신자원㈜이 수입했으며

이번 1차분을 포함해 오는 25일까지 3차례에 걸쳐 4천t씩 모두 1만

2천t이 수입된다.

울산항만청 관계자는 "그동안 북한 선박이 중유 등을 싣고 가기

위해 울산항에 입항한 적은 있지만 무연탄을 싣고 오는 북한 선박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만큼 항만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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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4월 14일

서울 남산공원내 울산소나무 기념식수 행사(환경국)

○ 일시․장소 : 2008. 4. 14(월) 17:00, 남산공원 팔도소나무 단지

○ 참 석 : 50여명(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언론사대표, 재경향우회 등)

○ 주요내용 : 경과보고, 기념식수, 소나무단지 투어, 만찬

2008년 4월 14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파견 '중앙부처 협력관' 3명으로 확대(행정)

울산시에 파견된 중앙부처의 협력관이 3명으로 확대됐다. 14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협력관은 환경분야 1명밖에

없었으나 지난 11일 산업경제협력관과 도시정책협력관이 추가로 파견

됐다.

산업경제협력관은 지식경제부가 파견한 박형건(48.행정고시 35회.

전 국무조정실 정책상황실과장) 서기관, 도시 정책협력관은 국토해양부가

파견한 전복휴(52.전 건설교통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근무) 서기관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2004년부터 환경분야 중앙부처 협력관이

파견돼 상당한 도움이 됐다"며 "이번에 협력관이 추가로 파견됨에

따라 중앙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지역현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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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4월 15일

2008년 상반기 민․관합동 수질확인검사 실시(보건환경연구원)

○ 민․관합동으로 정수장, 수도꼭지 등에 대하여 수질확인검사를

실시하여 공표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와 신뢰성 확보

○ 시 기 : 2008. 4. 15 ～ 4. 16

○ 방 법 : 민간단체 입회하에 채수 및 검사

○ 대 상 : 43개소(정수장3, 수도꼭지30, 마을상수도10)

○ 항 목 : 75항목(먹는물 수질기준 55항목 및 수질감시 20항목)

2008년 4월 15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출신 '오영수, 서덕출 문학관' 건립 용역(문화)

울산시는 15일 지역을 대표하는 문학가 오영수.서덕출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문학관 건립 타당성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울산

발전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이 낳은 문학가의 기념사업을 펴기 위해

최근 '오영수.서덕출 문학기념사업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오는 6월께 나올 용역결과에 따라 문학관 건립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오영수.서덕출 선생의 출생지, 생가현황, 업적,

주요작품 현황조사, 유품 수집 및 확보방안 등 기본자료 조사는 물론

문학사적 평가와 문학관 건립 타당성 및 전국 문학관 실태조사까지

곁들일 방침이다.

난계(蘭溪) 오영수(1909-1979) 선생은 단편 '남이와 엿장수'로

문단에 등단한 후 '갯마을', '화산댁이' 등 1백50여편의 소설을 남겼으며,

서덕출(1906-1940) 선생은 곱추로 살다 3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봄편지' 등 동시 70여편을 남긴 울산의 대표적 문학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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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민 '배수장 골프연습장' 건립 안된다(환경)

울산시 남구청이 도심 배수장의 악취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배수장

상부에 골프연습장 건립을 허가하는 민자사업을 시행하려하자 인근

골프연습장 업주들과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 남구 삼산동과 달동 골프연습장 업주들과 삼산동 일부

주민 60여명은 15일 남구청을 항의 방문, "삼산 배수장에 골프연습장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골프연습장을 짓게 되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사고 우려도 높다"며 "골프연습장 대신 생태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하수나 빗물을 모았다가 태화강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는 삼산배수장은 하루 2만t의 오수가 유입되지만

악취오염제거시설의 한계 용량은 5천t에 불과해 해마다 악취공해로 많은

시민들이 시달려왔다"며 "민간자본을 유치해 악취오염제거시설을 완벽히

설치하고 그 상부에 이용료가 저렴한 골프연습장을 짓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청은 주민들을 위해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등 많은

생활체육시설들을 짓고 있으며 삼산배수장의 위치상 골프연습장이

최적인 것 같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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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16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예산 10% 절약시책' 추진(행정)

울산시는 새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맞춰 '예산 10% 절감시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 시와 구군에서 모두 당초예산 2조3천358

억원의 10%인 2천336억원을 절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예산절감

실무전담반'을 편성했으며, 행정 부시장이 주재하는 예산절감 점검

회의를 상시 개최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구체적으로 세출 부문에서 공무원의 증원을 억제해 인건비와

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를 아끼고 계약심사제를 통한 원가절감,

예산이 적게 드는 신공법 및 신기술 도입, 계약 및 구매방법의 조정,

창의적 업무혁신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예정이다.

또 다각적인 세원발굴과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충, 강력한 체납세 징수 등을 통해 세입을 증대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태화강변 장례식장 예정부지 매입 방침(환경)

울산시는 최근 태화강변의 한 지주가 장례식장 건립을 추진해

남구청과 주민,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부지를 매입해 시민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 허만영 환경국장은 16일 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남구

태화강변 남산사 주변의 장례식장 건립예정지를 매입하기 위해 올해

추경예산 18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이 부지를 포함해 주변 1만

7천㎡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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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 1월 태화강변인 남구 무거동 1270

일대 2천212㎡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천43㎡ 규모의 장례식장을

건립하기 위해 남구청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이 민원 발생과 난개발,

태화강 생태환경 보전 등을 이유로 반려하자 법원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또 남구지역 주민자치위원와 지역 환경단체 등도 "생태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태화강변에 장례식장을 건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2008년 4월 17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제11회 울산연극제 대상에 '해무' 선정(문화)

울산의 극단 '무'가 작품 '해무'로 올해의 울산연극제 대상을 차지했다.

17일 한국연극협회 울산시지회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마련된 제11회 울산 연극제에서 극단 무의

'해무'(연출 전명수, 작 김민정)가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단은 "극단 무는 '해무'와도 같은 불안정한 인간의 삶을

잘 표현했고 공포와 재미 등 연극적 현장성을 잘 살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대상을 수상한 극단 무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11일

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제26회 전국연극제 '100년의 연극여행'에 참가해

6월 2일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무대에 '해무'를 올릴 예정이다.

이외에 울산연극제의 단체부문 금상은 극단 푸른가시의 '말할 수

없었습니다'가, 은상은 극단 세소래의 '행복한 가족'이 차지했으며, 개인

부문 연출상에 전명수(극단 무), 최우수연기상 황병윤(극단 세소래),

우수연기상에 김종수(극단 푸른가시)ㆍ김영삼(극단 무), 신인연기상

박은경(극단 무), 김현주(극단 세소래), 희곡상에 전우수(극단 푸른가시)씨가

각각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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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4월 18일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협약식(환경국)

○ 일시․장소 : 2008. 4. 18(금) 11:40, 3층 대회의실

○ 참 석 : 200명 (환경부장관, 민간단체,기업체대표 등)

○ 주요내용

∙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협약체결 (환경부․울산광역시)

∙ 환경부장관 특강 (30분) :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부정책

야생동물 구조 관리센터 개소식(환경국)

○ 일시․장소 : 2008. 4. 18(금) 15:10,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 참 석 : 200명 (환경부장관, 시․도 센터관계자, 환경단체 등)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4월 19일

일본 구마모토(熊本)성 혼마루고텐 낙성식 참가(경제통상국)

○ 일시․장소 : 2008. 4. 19 ~ 22, 일본 구마모토시 구마모토성

○ 방 문 단 : 5명(행정부시장, 국제협력담당 외 2, 서울경제신문기자 1)

○ 주요내용

∙ 구마모토성 혼마루고텐(성의 성주가 거주한 곳) 낙성식기념행사 참석

∙ 토우카이(東海)대학 우리시 생태환경 성공사례 강연(행정부시장)

∙ 향후 양도시간 문화교류 및 우호증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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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20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문화재자료 1호 '이휴정' 낙성식(문화)

울산시는 화재로 소실됐던 울산시 문화재자료 제1호 '이휴정' (二休亭)의

복원을 마치고 20일 박맹우 울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낙성식

(落成式)을 가졌다.

학성이씨 월진문회의 정각인 이휴정은 지난 2003년 9월 화재로

소실됐으나 국비 등 총 4억6천500만원을 들여 2005년 6월 건축물을

복원한 뒤 최근 단청작업까지 마무리됐다.

복원된 이휴정은 울산시 남구 신정동 1412-10 일대 부지 1천445㎡에

연건평 95.76㎡, 정면 3칸, 측면 2칸의 정자다.

이휴정은 원래 울산도호부의 객사였던 학성관의 남문루로 울산시

중구 현 울산초등학교 교문 옆에 위치해 있었으나, 일제시대 학교를

확장하면서 헐리게 되자 학성이씨 월진 문회가 남구 신정동 현 위치로

옮겼고 이 때 정자형식으로 고치면서 문중 정각의 이름을 따 '이휴정'

으로 불렀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4월 21일

아시아 - 태평양 시장 포럼 개최(환경국)

○ 기간․장소 : 2008. 4. 21 ~ 4. 23, 현대호텔

○ 주 최 : 울산광역시․UNESCAP

○ 참여인원 : 60여명 (스리랑카 캔디시 등 10개국 23개 도시)

○ 주 제 :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시설 개발 및 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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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2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중국 우수시 교류협력 방안 논의(경제)

울산시의 우호협력도시인 중국 장쑤성(江蘇省) 우시(無錫)시 부시장

등 대표단 6명이 21일 울산을 방문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들은 경남 김해의 가야문화축제를 참관한 후

방문하는 것으로 주봉현 정무부시장 등 시청 관계자들과 양 도시의

교류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중구 태화강 생태공원(십리대숲)과 동구 대왕암공원 등

울산지역 친환경 생태시설을 둘러보고 SK 등 주요 기업체를 견학한 뒤

22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와 우시시는 지난 2006년 8월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왕래를 통해 경제, 문화, 교육, 과학기술, 행정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현중어머니회 33년째 '사랑의 장학금'(사회)

현대중공업 임직원 부인들로 구성된 현중어머니회가 어려운 가정

환경의 학생들에게 33년째 장학금을 전해주고 있어 화제다.

현중어머니회(회장 여금주)는 21일 울산 동구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돌며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현중어머니회는

이날 현대고, 현대청운고, 현대정보과학고, 남목고, 방어진고, 대송고,

생활과학고, 문현고, 화암고 등 동구지역 9개 고등학교의 학생 9명에게

각각 165만원씩, 총 1천48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 모임은 한해동안 사랑의 일일호프, 재활용품 바자회, 사택 내

자판기 운영 등을 통해 조성한 수익으로 장학금을 마련했다.



2008 울산종합일지  ● ● ●

190╻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 

이날 장학금을 받은 9명은 가정환경이 어려우면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들로,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

됐다.

현중어머니회는 지난 1976년 현대중공업 사원아파트에 거주하는

부인들로 구성돼 33년째 320여명의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총 2억4천여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이외에도 특수아 지원사업과 불우이웃 돕기에도 적극 나서는 등

지역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남다른 온정을 베풀고 있다. 여금주(51)

회장은 "지역 청소년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마련하게 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4월 22일

세계조선포럼 관련 오피니언리더 간담회 개최(경제통상국)

○ 일시․장소 : 2008. 4. 22(화) 11:30, 롯데호텔

○ 참석인원 : 14명

∙ 시 : 정무부시장, 국제협력과장 등 3명

∙ 울산대학교 : 조상래 부총장, 김선욱 공과대학장, 윤범상 조선

해양공학부 학부장

∙ 현대중공업 : 이충동 기술개발본부장, 신현수 기술경영실장

∙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김정호 전무이사 등유관기관 대표참석

○ 주요내용

∙ 세계조선포럼 추진에 관한 공감대 형성 및 추진방향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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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22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市지정 공예업체 10곳 선정(문화)

울산시는 올해 시지정 공예업체 10곳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금정요(대표 송병성)와 세일도예(남궁선한), 홍우도예

(황인호), 고려민예사(임동훈), 죽림산방(김종춘), 공예촌쁘띠미술 공예

(김윤미), 전통생활한지염색(이영희), 당코(김종순), 전통조각보연구실

(최인숙), 한얼고가구(김종필) 등을 선정했다.

울산시는 오는 23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이들 업체 대표에게

지정서와 업체당 300만원씩의 생산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전통공예 기능의 계승발전과 우수공예품의 상품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시지정 공예업체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구군으로부터 22개 업체를 추천받아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선정했다.

울산 '고래잡이 옛모습 전시관' 당선작 발표(문화)

울산시 남구청은 남구 매암동 139-29 일대 고래박물관 근처에

건립될 '고래잡이 옛모습 전시관'의 설계 공모 당선작을 22일 발표했다.

당선작은 삼호건축사사무소, ㈜시공테크, ㈜에이치앤이 기획이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설계팀의 작품이 선정됐다.

삼호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귀신고래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고래의

역동성을 건물에 표현했다"고 밝혔다.

고래잡이 옛모습 전시관은 모두 54억원을 들여 다음달 실시설계를

마친 뒤 7월 착공해 내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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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시관은 연면적 1천867㎡로 지상 3층으로 1층에는 국내 최초의

돌고래 수족관, 연근해 바다생태 전시관, 생명유지장치, 사육시설 등이

들어서며 2층은 고래해체장 복원, 휴게실, 3층은 기계실이 설치된다.

돌고래 수족관에는 큰돌고래 5마리가 들어가며 관람객들은 폭

4.15m 높이 2.6m, 길이 11m의 터널속에서 돌고래들을 볼 수 있다.

또 연근해 생태수조는 모래지대, 암초지대, 해조류 수조 등으로

구분해 울산 연안 바닷고기를 전시할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전시관이 완공되면 역사 속에서 잊혀져 가는

옛 고래 해체장의 모습과 생육상태의 돌고래를 직접 관람 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이 전시관은 해양생태계 교육과 고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고래도시 울산 남구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주 언양 가축시장 송아지값도 하락(사회)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 이후 울산지역의 소값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울산시 울주군에 따르면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 이후 이날 처음

개장한 5일장인 언양 가축시장에서는 이날 시장에 나온 한우는 모두

138마리였지만 55마리만 거래됐다.

이곳에서는 평소 대략 100∼110마리의 한우가 거래됐지만 협상

타결후 첫 개장날인 이날에는 평소보다 20마리 이상 많았다.

5개월짜리 송아지는 평균 16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직전인 지난 17일 거래가격 보다 닷새만에 50만원, 지난해

4월보다는 74만원 각각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지난주보다 가격대가

낮게 형성되자 농민 상당수가 판매를 포기하기도 했다.

송아지의 경우 1∼2년 이상 키워야하기 때문에 쇠고기협상 타결과

더불어 사료 비용 등에 대한 부담으로 가격이 하락한 원인으로 분석

된다. 하지만 당장 소비할 수 있는 500kg짜리 일반 암소의 경우는 400

만원대를 유지했지만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 수입될 경우 가격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울주군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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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4월 23일

동구보건소 및 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동구)

○ 일시․장소 : 2008. 4. 23(수) 10:00, 동구보건소 앞 광장

○ 참여인원 : 각급기관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구민 등 2,000여명

○ 주요행사

∙식전행사(10:00~10:30) : 시립교향악단 축하연주

∙의식행사(10:30~11:00) : 내빈소개, 국민의례, 축사․축가 등

∙부대행사 : 다과회, 무료건강검진 등

울산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현장회의(문화체육국)

○ 일시․장소 : 2008. 4. 23(수) 16:00, 반구대암각화 현장

○ 참석인원 : 8명(시 4, 유관기관 2, 관계전문가 2)

○ 내 용 :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현장답사 및 논의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4월 24일

2009 국가예산 확보대책 보고회 개최(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4. 24(목) 14:00, 3층 상황실

○ 참석대상 : 부서장 21명 (행정부시장 주재)

○ 주요내용 : 2009 국가예산 확보방안 논의

∙ 대국회, 정부 관련 ‘09 국가예산 (64건 6,993억원) 확보방안

∙ 예산 협조․지원 기관, 부서와의 유기적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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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원봉사센터』개소식(자치행정국)

○ 일시 장소 : 2008. 4. 24(목) 10:00, 시 자원봉사센터(동천체육관내)

○ 참여인원 : 500명 정도

○ 행사내용 : 축하연주, 기념식, 현판식 및 테이프 커팅, 센터 순시

및 리셉션

2008 한․중 생활체육교류전 개최(문화체육국)

○ 기간․장소 : 2008. 4. 24(목) ~ 4. 30(수), 울산, 서울

∙ 울산일정 : 4. 24(목) ～ 4. 28(월)/동천체육관 등 5개소

∙ 환 영 연 : 4. 24 18:30, 현대호텔 다이아몬드볼룸(2층)

○ 참가인원 : 6개 종목 3,000여명 ※ 중국 : 6개 종목 94명

○ 주 최 : 국민생활체육협의회(회장 직무대행 : 박철빈)

○ 주 관 : 울산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회장 : 김철욱)

2008년 4월 24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민 응원가 가사 당선작 선정(행정)

"행복을 약속하는 축복의 땅에서/ 승리의 북소리를 힘차게 울려라.."

울산시는 24일 시민응원가 선정위원회를 열어 김혜원(25. 울산시 남구

신정1동)씨가 응모한 '젊은 가슴'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작품 1절은 '반구대 꿈을 안고 태화강 흘러서/ 동해에

고래되어 파도를 달린다/ 씽씽씽 달려보자 우리의 울산/ 대한의 젊은

가슴 우리의 울산(후렴)'으로 울산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함축적

으로 표현하고 있다.



● ● ● 2008. 4월 주요수록 안내

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195

2절은 '간절곶 첫 햇살에 희망가 부르고/ 마주한 얼굴마다 웃음꽃

피운다/ 하하하 웃어 보자 우리의 울산/ (후렴)'로, 3절은 '행복을

약속하는 축복의 땅에서/ 승리의 북소리를 힘차게 울려라/ 둥둥둥

울려보자 우리의 울산/ (후렴)'로 산업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밝은 미래를 역동적으로 나타냈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랫말이 쉬워 대중적 접근성이 높고 울산을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는 등 응원가 제작 취지와 부합해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당선자 김씨에게 5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곡은 오는

5월에 전국 공모할 예정이다. 가작에는 허기춘(64.경북 경산시)씨의

'축제의 불꽃'이 선정됐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4월 25일

서부노인복지회관 개관식(울주군)

○ 일 시 : 2008. 4. 25(금) 14:00 (주민 350여명 참석)

○ 위 치 : 삼남면 교동리 1085-3 (지하1층, 지상2층 1동, 1,484㎡)

○ 사 업 비 : 20억7천2백만원 (군비 12억3천2백, 특별교부세 8억4천)

○ 행사내용 : 테이프 커팅 및 내부시설 관람

옹기문화엑스포 현안사항 관련기관 간담회 개최(문화체육국)

○ 일시․장소 : 2008. 4. 25(금) 11:10, 시장실

○ 참가대상

∙ 시(6) :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 환경국장, 문화체육국장,

건설교통국장, 총괄기획부장

∙ 구․군(2) : 남구 부구청장, 울주 부군수

○ 내 용 : 옹기엑스포 추진상황 점검 및 추진방향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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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25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쇠부리축제' 개막, 이벤트 다채(문화)

울산쇠부리축제가 25일 화려하게 개막됐다. 울산 북구문화원과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옛 야철지인 북구 달천광산

일대와 북구청 광장에서 '울산 산업의 원조, 쇠부리를 세계로'라는 주제로

축제를 열어 전통 제철복원체험, 연극 공연, 쇠부리놀이 경연대회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축제 첫날은 달천철장(광산)∼북구청 광장으로 이어지는 '쇠부리

길놀이'에 이어 쇠부리를 위해 불을 붙이는 솥불 점화식, 불매 소리(쇠를

녹이며 부르는 노래) 공연, 빛과 소리의 페스티벌 등으로 꾸며지는

개막식이 열렸다.

또 올해 축제에서 처음 선보이는 주제극 '쇠부리를 기다리며'에서는

쇠를 만드는 공정을 모듬북 연주와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쇳물이 만들어

질 때의 기쁨을 표현한 음악 '불매가'를 시나위 합주로 들려줄 예정이다.

쇠부리축제는 고대 동북아 철 생산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울산

북구 달천철장(울산시 지정 기념물)의 문화적 중요성을 알리고 삼한

시대부터 내려오는 '쇠부리 놀이'의 재연을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하자는

취지로 2005년 6월 처음 열렸다.

울산 북구문화원 관계자는 "올해 축제에서는 제련과정에서의 과학

정신과 철 생산을 늘려 삶의 질을 높이려는 복지정신, 무기를 생산하는

안보정신 등을 모두 담으면서 산업수도 울산을 상징하는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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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4월 26일

태화들꽃 한마당 축제 개최(농업기술센터)

○ 일 시 : 2008. 4. 26(토) 10:00 ~ 27(일) 17:00

○ 장 소 : 태화들 유채, 청보리 단지

○ 인 원 : 150명(울산초심회 및 동호회원)

○ 내 용

∙ 야생화 및 자생식물 전시(590점), 농촌고향사진 전시(60점)

∙ 유채 및 보리밭 길 걷기

○ 주 관 : 울산초심회

2008년 4월 27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민관합동 '1회용품 줄이기' 홍보(환경)

울산시가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에 따른 자원낭비와 폐기물 감량을

위해 대대적인 1회용품 줄이기 홍보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5월말까지 숙박업소와 식품접객

업소,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홍보 및 단속에 나서며,

사전홍보에도 불구하고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28일∼5월20일 '1회용품을 줄이자'는 안내 포스터를 지역의

780여개 숙박업소에 부착하면서 업주들에게 협조를 당부하고 5월21일

∼30일 구군별로 모두 3천530여개의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업소, 집단

급식소, 도소매점 등에 대해 민관 합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1회용품의 식탁비치와 비닐식탁보 사용,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및 제공, 1회용

종이컵의 회수와 재활용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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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4월 28일

문화예술회관 종합감사(감사관실)

○ 기 간 : 2008. 4. 28 ~ 5. 2(5일간)

○ 감 사 반 : 감사관 등 5명

○ 감사범위 : ‘06. 5. 1 ~ ’08. 3월말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

○ 중점 감사사항

∙ 예산의 편성과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회계업무

∙ 공연․전시 계획 및 시행, 시립예술단 운영지도 등

2008년 4월 28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자원봉사 신청자 1만명 '훌쩍'(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에 동참하겠습니다." 울산시가

어려운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운동을 벌이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결과 신청자가 1만명을 넘어 행복도시건설을

예고하고 있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10일∼4월11일 시와 구군, 읍면동,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해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에 동참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결과 여자 6천20명, 남자 4천322명 등 모두 1만342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천566명이 기업체와 각종 단체의 이름으로, 776명은

개인 이름으로 각각 신청했고 분야별 신청현황을 보면 노력봉사 9천

354명, 전기와 도배 등 전문기술 488명, 예술공연 374명, 의료봉사 117명,

자립기반조성 9명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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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이들을 분야별로 나눠 현재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시설 173곳과 개별가구 2천 44곳 등 모두 2천

44개소와 1대1 결연하도록 한 뒤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펴도록 할

방침이다.

자원봉사자와 수요자간 유형별 분류와 결연이 이뤄지면 오는 5월

28일께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 담당자,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강연 등 교육을 꾸준히 실시

하고 특히 자원봉사자에게는 자원봉사 마일리제와 인증패 수여 등

다양한 인정시책으로 혜택을 주면서 긍지를 심어줄 계획이다.

울산시는 올들어 지난 2월 기업체와 사회단체, 시민들이 어려운

시설 및 가정과 결연하는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시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기획, 사업관리, 물자지원, 홍보,

구군팀 등 5개팀 56명의 추진단을 구성해 협조서한문 발송 등 범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원봉사자가 어려운 가정 등과 1대1로 결연해

지속적으로 봉사하며 행복을 나눌 것"이라며 "울산은 월드컵경기,

국제포경위원회, 전국체전, 소년체전 개최 등을 통해 자원봉사의 저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 지구촌 최고의 자원봉사 및 행복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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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기대 석학교수 3명 초빙(교육)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총장 조무제)는 내년 개교를 앞두고 첫

교수 요원으로 국내외 대학의 현직 교수 3명을 특별 초빙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 초빙된 교수들은 정무영(현 POSTECH,산업공학), 양덕주(현

미국 UT-Dallas 부학장, 화학), 임진혁(현 미국 Sacred Heart대,경영학)

교수 등 3명으로 이들은 모두 해당 대학에서 종신교수 자격(Tenure)을

받은 석학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울산과학기술대에서 처장 보직을 맡아 개교 준비와

대학운영시스템 구축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된다. 한편 울산과학기술대는 최근 교수 공개채용

1단계 심사를 실시해 당초 신청자 586명 가운데 41명으로 후보를

압축, 다음달 2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기로 했다.

울산과학기술대 관계자는 "1단계 심사를 거친 교수 요원 가운데

26명이 세계 명문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나머지는 국내 명문대

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며 "이들 모두 자신의 전공 분야를 영어로

강의하는데 문제가 없는 우수한 인재들"이라고 밝혔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4월 29일

한국화학연구원 분원설립 타당성 용역 보고회 개최(경제통상국)

○ 일시․장소 : 2008. 4. 29. 11:00, 3층 상황실

○ 참석인원 : 20명 정도(한국화학연구원장 등)

○ 보고내용

∙ 울산분원 설립 타당성 발표 및 향후 추진방안 제시

∙ 울산 화학산업 글로벌 육성 전략 제시 등

○ 주 최 : 울산광역시,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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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29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5년만에 AI 재발되나, '초비상'(산업)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첫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발견돼 울산 행정당국과 가축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의심 사례는 지난 2003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한때 홍역을

치른 울산시 울주군에서 또다시 나타나 5년전 당시 악몽이 되살아날까

우려하고 있다.

29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울주군에 따르면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박모씨의 가축농가에서 지난 22일부터 7일 동안 닭 104마리가 폐사

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7만여㎡ 규모의 이 농가는 원래 배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지난 21일

울산시 남구지역의 한 판매상으로부터 닭 120마리를 처음 구입해

키우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닭은 구입한 지 하루가 지난 뒤부터 10∼20마리씩

지난 28일까지 모두 104마리가 힘없이 죽어나갔고 해당 농가는 폐사한

닭을 모두 땅에 묻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8일 농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군 축산과와 울산가축

위생시험소는 현장에서 살아있던 닭 16마리도 모두 매몰시켰다.

주인 박씨는 "닭이 매일 죽어갔는데 왜 죽었는지는 이유는 알 수

없다"며 "전문조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결과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주군과 울산가축위생시험소는 현장에서 실시한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온 가운데 40여마리의 닭에서 똥과 혈액 등의 가검물을

모두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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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축위생시험소는 "현장에서 흩어져있던 닭의 분변에 대한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일단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하지만

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를 통해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주군은 박씨의 가축농가 안팎에 대한 소독을 하고 농가

주변에 방어선을 쳐 출입도 모두 통제했다.

또 관내 언양읍 어음리와 온양읍 남창리 일원 2곳에서 가금류를

판매하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일단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으며, 문제의

농가와 주변 3㎞ 이내에 위치해 닭과 오리 80여마리를 키우는 4개

농가에 대해서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울주군은 빠르면 29일이나 30일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감염여부가 판명될 경우 군내 상황실과

현장에 AI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하고 3㎞ 이내의 농가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울주군 축산과 관계자는 "AI 확진시에는 3㎞ 경계선에 AI예방

검문소도 설치해 축산물 차량을 소독해서 이동시키고 가검물 차량은

출입을 통제하는 등 AI확산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주군에서는 지난 2003년 12월27일에도 상북면 산전리 임모씨

농가의 닭 3마리에 대해 채혈 검사를 한 결과, 고병원성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져 홍역을 치뤘다.

닭 3천600마리와 오리 11마리를 사육하던 이 농장에서는 조류독감

으로 닭 3천44마리와 오리 5마리가 폐사했고 사육중인 나머지 닭과

오리도 모두 살처분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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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4월 30일

방어진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기공식(환경국)

○ 일시․장소 : 2008. 4. 30(수) 15:30, 동구 일산동 대왕암공원 입구

○ 참석인원 : 300여명(국회의원, 동․북구청장, 시 및 구의원, 단체 등)

○ 주요내용 :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기공점화 등

2008년 4월 30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풍년 기대해요" 울산 첫 모내기(산업)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에서 30일 울산지역 첫 모내기가

실시됐다.

이날 첫 모내기는 웅촌면 고연리 1447-1 일대 김갑수(53)씨가 경작

하는 3천541㎡에서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울주군 첫 모내기 시기와 똑같다. 첫 모내기에 사용된

모종은 울주군 벼 육묘 공급 사업장에서 파종해 생산된 것으로, 품종은

운광벼와 오대벼이다.

이날 첫 모내기를 실시한 벼의 예상수확량은 1천700kg(10ha당

470kg)이며, 추석전인 오는 8월 하순 수확이 가능할 전망이다.

울주군은 "미질이 양호하고 생산량이 높은 고품질 햅쌀의 조기

출하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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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울산시에 이웃돕기 성금 7억(사회)

SK에너지㈜ 박상훈 부사장은 30일 울산시장실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들에게 전해달라며 7억원의 성금을 박맹우 울산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돼 연중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된다.

지원 내역을 보면 저소득층 및 장애인 가정 생계비 지원 2억천만

원, 시립노인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 2억8천500만원, 결혼이민자

및 이주노동자 지원 7천만원, 자원봉사단체 및 소외청소년 지원 7천

500만원 등이다.

한편 SK에너지는 지난해에도 울산시에 8억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냈다.



주요수록안내

5월2008 울산종합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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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207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5월 1일

북구 중앙도서관 개관(북구)

○ 위 치 : 연암동 378번지(상방공원 내)

○ 규 모 : 부지면적 992㎡, 연면적 2,447㎡(지하1층, 지상3층)

○ 주요시설 : 종합자료실, 일반열람실, 시청각실, 어린이실 등

○ 개 관 식

∙ 일시․장소 : 2008. 5. 1(목) 09:30, 중앙도서관 특설무대

∙ 초청내빈 : 울산광역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의장 등

∙ 행사내용 : 기념식(테이프 컷팅 및 제막식 등), 축하 공연 등

※ 전야행사 : 4. 30(수) 20:00, 제3회 대한민국 시노래 축제

2008 5월 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서도 노동절 기념행사 잇따라(산업)

5월1일 제118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울산지역에서도 기념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 등 산하 사업장

노조간부들과 함께 1일 경남 양산시 솥발산 열사묘역에서 노동열사들을

추모하는 합동 추모제를 가졌다.

또 울산신문사 주관의 제2회 노사화합 마라톤대회가 경동도시가스,

삼성정밀화학, 이수화학 등 울산지역 주요사업장 근로자와 사측 대표

등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울산대공원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지역 사업장의 노사화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 마련됐으며, 대회 코스는 울산대공원 동문광장을 출발, 풍요의 못

∼대공원 남문을 돌아오는 5km 구간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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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북구 상안동 홈에버 울산점

에서 노동절 전야제를 가졌고 지난 28일에는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기념행사도 열었다.

한국노총 울산본부도 지난달 30일 노총 강당에서 노동절 기념대회를

열었고 울산지역 산재조합원 100여명을 위로 방문하기도 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5월 2일

제1회 시․도지사회의 개최(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5. 2(금) 10:30～1300, B.H.

○ 참석대상 : 27명(시․도지사, 국무총리, 기획재정․행정안전․

국토해양부장관 등)

○ 주요내용

∙ 새정부 국정운영 방향(국정과제와 실천방안, 경제운영 기조,

선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과제) 설명

∙ 주요 현안과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 완화방안) 토의

5월 가정의달 기념행사(울산가족사랑축제) 개최(복지여성국)

○ 행사기간 : 2008. 5. 2(금) ~ 5. 4(일)

○ 장 소 : 울산대공원 SK광장(남문) 일원

○ 참석인원 : 5,000여명(일반시민, 다문화가정, 저소득가정, 단체 등)

○ 주요행사

∙ 기념식(유공자시상, 기념사, 결혼이민자가족울산자랑, 가족축하공연)

∙ 기념행사(가족 사랑 장기자랑, 가족 느림보 걷기, 다문화축제 등)

∙ 체험부스(35개소) 운영 : 가족사랑엽서쓰기, 세계음식및전통놀이등

○ 주최․주관: 울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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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장생포서 '고래학술심포지엄'(문화)

울산시 남구 장생포동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회의실에서 2일

장생포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제14회 울산고래축제

개최 기념 고래 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울산의 고래테마를 찾아서'란 제목의 이날 심포지엄은 고래연구소

김장근 소장의 인사말에 이어 1부에서는 한석근 울산향토사연구소장의

'울산 고래잡이의 옛이야기', 김삼일 대경대학 교수의 '고래잡이와

장생포 사람들'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다.

또 일본 고우난여대 모리타 카츠아키 교수의 '일제 강점기시대의

한국 연안포경', 일본 미야자키 공대 이선애 교수의 '관광자원으로서의

지역 문화', 울산 우신고 최윤경 교사의 '전국 역사교사 모임의 고래

테마 관광을 마치고'란 제목의 주제강연이 이어졌고 강연이 끝난 뒤

질의와 토론 시간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고래연구소 김장근 소장은 "울산은 1세기 반이

넘게 고래와 함께 성장한 도시"라며 "울산고래축제는 이런 고래도시

울산의 정체성에서 비롯된 문화행사"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어 "이번 심포지엄은 그동안 인문사회학적으로 찾지

못했던 고래도시 울산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런

심포지엄을 통해 울산고래축제와 장생포 고래특구, 장생포 고래관광

산업 등이 깊이 있게 다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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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시장 "산업단지 규제완화" 건의(행정)

박맹우 울산시장은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시.도지사 회의에 참석해 그린벨트 해제 등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족한 공장용지를

확충하고 산업단지를 원활하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의 완화와

문화재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 등 규제완화가 필수적"

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지역현안과 관련해 국립 울산과학기술대학교(2009년

개교)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울산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비용의

정부지원 등을 건의했다.

2008년 5월 3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앞바다 `원유부이' 착공(건설)

SK건설은 울산시 남구 남화동 울산화력발전소 앞 해상에서 SK

에너지의 원유부이(Buoy.해상하역시설) 설치 공사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 공사는 SK에너지 울산콤플렉스 공장에서 바다까지 깊이 30ｍ의

해저에 10.2㎞, 육상부에 2㎞ 등 모두 12.2㎞의 송유관을 설치하고 해저

송유관과 바다위에 떠 있는 원유 부이를 연결 하는 난공사다.

원유 부이는 바닷물의 깊이 때문에 연안 접근이 어려운 대형 유조선

들이 다소 먼 바다에 설치된 부이와 해저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하역

하도록 바다위에 띄워 만든 시설로 기존에 설치된 SK에너지의 원유

부이가 울산신항만 공사 구간에 포함되면서 이번에 이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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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원유 부이 및 해저 송유관 이설 사업에는 모두 1천6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앞으로 약 두달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SK건설 관계자는 "공사구간이 원유선 등 위험물 수송 선박이 많이

다니는 곳" 이라며 "울산항만청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5월 4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철쭉제․가족사랑축제에 2만5천명 참여(사회)

울산지역에서는 4일 가족사랑축제와 철쭉제가 열린 울산대공원과

대운산 등에 시민의 발길이 이어졌다.

도심 속 생태공원인 남구 울산대공원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울산시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08 가족사랑축제'를 개최, 가족단위의

시민 2만여명이 참여해 각종 이벤트를 즐겼다.

특히 지역의 다문화가족은 공원광장에서 자녀의 장기자랑과 결혼

이민자의 나라별 장기자랑, 가족 퀴즈 대회 등을 통해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와 함께 공원 남문광장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 등 지역의 기관

단체가 설치한 30여개 부스에서 풍선아트, 페이스 페인팅, 세계 전통

음식 체험, 세계전통놀이 체험, 가족사랑 서각체험, 가족사랑 엽서쓰기,

전통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제8회 철쭉제가 열린 울주군 온양읍 대운산에서는 시민과 전국의

산악동호인 등 5천여명이 능선을 뒤덮은 붉은 꽃물결 속에서 심신을

달랬다. 철쭉제는 산 능선 철쭉 군락지에서 제례와 농악, 민요공연,

가곡, 가요, 시낭송, 등반대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를 주최한

온양읍산악회는 선착순 참가자들에게 옹기세트를 선물한 것 외에도

행운권 추첨과 푸짐한 먹을거리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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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5월 5일

가족과 함께하는 119체험캠프(소방본부)

○ 일 시 : 2008. 5. 5(월) 10:00 ~ 17:00

○ 장 소 : 울산대공원 남문 SK광장 외 2개소

○ 대 상 : 유치원 및 초등학생 등 가족단위 20,000여명

○ 행사내용

∙ 소방활동 시범훈련, 사랑의 소화기 기증식 등 공식행사

∙「Family-Safety」체험캠프 운영(이동안전체험차량외 13개 체험)

2008년 5월 5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불필요한 업무' 8건 개선키로(행정)

울산시는 모두 8건의 불필요한 일을 찾아내 개선하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달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일 찾기 콘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22명이 25건의 과제를 응모했으며, 이 가운데 부서별 보수

총괄표 작성 폐지와 자녀 보육료 신규신청시 주민등록등본 폐지, 매월

수요토론회 개최공문 폐지 등을 우수과제로 선정했다.

또 다른 우수과제는 업무용 차량 출입증 개선, 진행중 용역사업

현황조회 업무처리 간소화, 각종 행사시 초청대상자의 효율적 관리,

자동차 압류해제 업무개선, 민원회신 공문 이면에 관련법령 조문 개재

안내 등이다.

시는 우수작으로 선정된 8명에 대해 문화상품권을 각각 지급하고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 ● ● 2008. 5월 주요수록 안내

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213

"오늘은 우리들의 날" 울산 어린이잔치 `풍성'(복지)

제86회 어린이날을 맞은 5일 울산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마련됐다.

울산시는 5일 남구 옥동 울산대공원 남문광장과 SK광장 일원에서

시민 등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식전행사와 기념식, 축하행사, 놀이

마당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제86회 어린이날 큰잔치를 열었다.

식전행사는 퓨전난타, 매직쇼, 뮤지컬 댄싱 등이 화려하게 펼쳐졌고

기념식은 어린이 헌장낭독, 유공자 및 모범어린이표창, 우리아이 지키기

캠페인 선포, 어린이날 노래제창 등의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어린이날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황길현(54.하나 유치원원장)씨가

국민포장을, 김부일(41.어린이재단울산지역본부)씨, 손이래(12.방어진초)

양 등 5명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을 각각 받았다.

행사장에서는 태권도 시범, 고적대 행렬, 오토바이 퍼레이드 등

축하행사가 이어졌고 투호, 매듭공예 등 15개 민속놀이 마당, 에어

바운스 어린이 놀이기구 등도 운영다. 또 119소방체험과 과학체험전,

어린이 사진관, 이동 영화관 등 각종 체험부스와 울산가정 위탁지원

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복지재단, 성문화센터 등의 홍보부스도

마련됐다. 이날 울산대공원내 아쿠아시스 수영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입장료를 50% 할인(어른 5천원.초등생 이하 3천500원),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남구 신정동 태화강둔치에서는 한국서예퍼포먼스협회 회원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어린이 헌장 전문을 505ｍ 광목천에 대형 붓으로

붓글씨를 쓰는 서예퍼포먼스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중구 반구동 동천체육관 보조경기장(중구)과 남구 옥동

옥동가족문화센터 체육관(남구), 동구 서부동 울산과학대학 운동장

(동구), 북구 연암동 북구청 광장(북구),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스포츠

파크(울주군) 등지에서도 구군별 어린이날 큰잔치가 잇따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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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5월 6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감사관실)

○ 기 간 : 2008. 5. 6 ~ 5. 16(8일간)

○ 감 사 반 : 감사2담당 등 7명

○ 대 상 : 국․공립 및 국가지원 어린이집 47개소

○ 중점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의 적정여부 등

국가하천관리실태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중앙점검(건설교통국)

○ 기 간 : 2008. 5. 6 ~ 5. 16

○ 대 상 : 태화강(국가), 하도개선 및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0건

○ 점 검 자 : 2명(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점검내용

∙ 국가하천구역내 불법 공작물, 무단점용, 오물투기, 재해위험요소

∙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적정유무, 지방비 확보여부 등

2008년 5월 6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자동차산업 40년만에 세계최대 단일공장(산업)

울산시가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자동차, 조선, 화학 등 3대 주력

산업의 날을 정해 기념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일 '제2회 자동차의

날'을 맞아 세계 4대 자동차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다짐한다.

자동차를 비롯한 울산지역의 주력산업은 지난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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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동차산업은 1967년 현대자동차㈜ 설립에 이어 1968년 '코티나'

조립공장이 가동에 들어가고 1975년 12월에는 최초의 국산모델인 '포니'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첫 생산되면서 '거보'를 내디뎠다.

이렇게 기반을 닦은 지역 자동차산업은 1980년대 들면서 양산체제와

수출기반을 갖추기 시작해 1985년에는 연간 3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엑셀공장이 준공됐고 이듬해인 1986년에는 전차종 수출누계 100만대를

돌파하는 등 급성장했다.

지난해 지역 자동차 산업의 현 주소는 현대차와 협력업체 등 500

여개 업체에 근로자가 5만여명에 달하고 현대차울산공장은 연간 160

만대 생산능력으로 세계 최대의 단일공장 규모를 갖췄으며, 연간 25조원

생산에 수출 159억달러 등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울산시는 2000년대 들면서 세계적으로 자동차산업의 기술경쟁력이

치열해지자 가격 및 기술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글로벌 부품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오토밸리 조성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오토밸리는 2002년부터 3천억원을 투입해 북구 양정동 현대차∼

연암.효문.매곡동∼경북 경주 경계지점까지 국도 7호선을 따라 자동차

연관기업과 연구소 등 지원기관을 집중 유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완공

단계에 있다.

오토밸리의 핵심사업인 자동차부품혁신 센터 건립과 자동차부품

소재단지 조성, 모듈화단지 조성 가운데 부품혁신센터는 2005년에

건립돼 울산은 물론 부산, 대구, 경북, 경남 등 동남권 자동차 연구

개발 거점이면서 국내 최고의 부품산업지원센터로 인정받고 있다.

이곳에는 53종의 최신 기계장비와 충돌 및 충격시험장을 갖춰

완성차 업계는 물론 부품업체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술애로를

해결해주고 있으며, 국가적인 연구과제 수행과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등에 기여하고 있다.



2008 울산종합일지  ● ● ●

216╻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 

또 자동차 부품 및 소재업체를 집적화하기 위한 부품소재단지도

북구 매곡동에 건립해 52개 업체가 입주해 가동에 들어감으로써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와 물류비 절감 등 직간접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북구 연암동과 효문동 일대에 조성중인 모듈화단지가 내년에 준공

되면 시의 야심찬 오토밸리 조성사업이 마무리돼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전문단지와 함께 울산이 세계적인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특히 현대차와 오토밸리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자동차산업의 구조를 고도화 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연료전지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우리

나라가 2015년에 세계 4대 자동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울산시는 우리나라 1999년 5월12일 자동차 수출 누계 1천만대를

돌파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자동차의 날을 맞아 오는 9일부터 기념식,

오토밸리 코스 마라톤대회, 자동차 산업 발전 세미나, 오토밸리 투어,

자동차 과학캠프, 현대차 견학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농민들 '울산배 팔아주기' 덕에 시름 덜었다(사회)

울산지역 행정기관과 기업체 등이 하나가 돼 벌여온 '울산배 팔아

주기 행사'가 큰 성과를 거뒀다.

울산시는 토마토, 딸기 등 계절 과실 출하와 수입과실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과수 농가를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울산배

팔아주기 행사를 벌인 끝에 모두 총 6천667박스(15㎏ 3천697박스. 7.5㎏

2천970박스)를 판매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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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배를 구입한 곳을 보면 행정기관 1천108박스, 기업체 3천259

박스, 산지유통업체 1천300박스, 농협지역 본부 1천000박스 등이다.

행정기관은 울산시청(550박스), 구.군청(417박스), 기업체는 이영산업

(2천박스), 울산상공회의소(50박스), SK에너지(150박스), 한주(50박스),

고려아연(30박스), 대한유화(68박스), LS니꼬(94박스), 카프로(452박스),

LG화학(275박스) 등 모두 11개 업체에서 참여했고 논산영농조합(900박스),

김해유통(400박스) 등도 동참했다.

울산지역 연간 배 수확량은 총 1천850가구가 1천400ha에서 총 3만t의

배를 수확해 미국 수출 1천t, 국내시장 2천900t 등을 판매하고 있다.

울산시는 "오늘로 모두 마감한 이번 행사는 행정과 기업이 하나 돼

과수 농가를 돕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라며 "앞으로 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거점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배 가공시설 설치 등 다각적인

판매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있는 울산지역 7765부대 장병들

에게 이날 울산배 30박스를 전달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5월 7일

생태공원(2단계) 조성계획 보고회 개최(환경국)

○ 일시․장소 : 2008. 5. 7(수) 16:00, 시장님실

○ 참 석 : 11명(부시장, 도시․건설교통․문화체육국장 및 관계부서장)

○ 주요보고내용

∙ 기본계획 용역 관련, 실개천․제방공사 등 단계별 추진계획 보고

∙ 향후 생태 공원조성 기본 방향 결정 및 사업비 확보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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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7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새주소위원회' 구성(행정)

울산시는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될 새주소에 맞는 도로명을 결정하기

위해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서필언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역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의 학식이 풍부하거나 도로명 사업과

관련이 있는 향토사학자, 전직 교수, 작가, 우체국 및 교육청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새주소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의 도로명 결정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 2개 이상의 구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명칭

부여나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도로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할 예정이다.

울산시 '시립박물관 건립' 기업 협조 당부(문화)

"울산시립박물관 건립에 기업체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울산시가

건립을 추진중인 시립박물관에 상설전시장 외 테마전시장으로 '산업사

(史)관'을 설치해 특화하기로 하고 관련 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하고 나섰다.

시는 7일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SK에너지 등 지역 주력산업의

대표 기업체 임원들과 시정현안에 대한 업무협의를 갖고 "시립박물관

산업사관의 전시유물에 대해 관련 기업체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시가 현재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우선협상 대상자인 ㈜

갤러리아울산과 협의하고 있는 시립박물관의 테마전시장 가운데 산업사관은

지역 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동차, 조선,

에너지 등 주요 산업별 생산품 실물이나 모형, 설계도와 공문서 등

각종 자료를 전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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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8개 존으로 나눠 '도입부'에서 생태산업도시를 개괄하고

'산업사 개관'에서는 지역산업의 발달사를, '산업도시 원류, 철'에서는

울산의 제철문화를 각각 소개한 뒤 '세계를 향해 달리는 자동차 산업'

에서는 자동차의 역사와 현황 및 미래 산업을 전망한다. 또 '바다를

제패한 조선기술'에서는 조선산업의 발전과정과 현황 및 전망, '기술

혁신을 이끄는 석유화학'에서는 지역 석유화학산업의 발전과 석유화학

제품의 사용, '산업, 그 안에 서린 땀과 열정'에서는 문화예술 관련

산업과 지역의 등대, 마지막 '울산산업의 미래'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과

에코폴리스 건설을 각각 소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공장 조성당시의 계획서와 도면, 공문서, 사진은 물론

시기별 발명품, 작업도구, 근로자의 작업복과 봉급봉투 등 생활자료,

자동차와 선박 등 생산품의 실물 및 모형, 주요 부품 및 장치, 증류탑의

절개모형, 공장 모형 등이 총 망라돼 전시된다.

시는 특히 산업사관을 당초 392㎡ 규모로 계획했다가 722㎡로

확대하는 등 산업수도 울산의 현주소와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의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협조를 구하고 나선 것이다.

울산시립박물관은 남구 신정동 울산대공원 안에 부지면적 3만3천

58㎡, 건축연면적 1만4천382㎡, 지상 2층, 사업비 500억원 규모의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2010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며, 상설전시장(역사문화

교류관)과 2개의 테마전시장(산업사관, 어린이박물관)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어린이박물관은 울산의 옛날이야기, 반구대암각화 등 바위그림

읽기와 암각화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자동차가 달려 온 길, 자동차가

나오기 전 교통수단, 자동차 타고 울산여행, 세계최고 울산산업, 내가

만들어보는 배, 우리의 배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산업을 이해하도록 구성한다.



2008 울산종합일지  ● ● ●

220╻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5월 8일

울산지역 국회의원과의 지역현안 간담회 개최(기획관리실)

○ 일 시 : 2008. 5. 8(목) 12:00～14:00

○ 참석대상 : 시장님, 지역 국회의원 등 11명 정도

○ 주요내용

∙ 자유무역지역 지정, 국가공단확장 등 지역현안 및 공약사항추진협의

∙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등 국가예산 확보 협조

제36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5. 8(목) 14:00～17:30

○ 장 소 : 종하체육관

○ 참석인원 : 1,300명(어르신 1,200, 포상24, 초청인사 등)

○ 내 용 : 어버이날 기념행사 및 제10회 은빛카네이션 축제

○ 주관․후원 : 울산 YMCA․울산광역시

2008년 5월 8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용암폐수처리장 건립비 172억 국비 지원(환경)

울산시는 8일 남구 용암폐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기업체 부담금

172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해 기업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용암폐수종말처리장 건설비 가운데 기업부담금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수 차례 건의했으며, 지난 7일 환경부에서 열린

시도 부시장 회의에서 주봉현 정무 부시장이 또다시 강조해 정부에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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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용암폐수종말처리장 건설비 1천46억원 가운데 울산석유

화학공단 내 20여개 입주업체 부담금 172억원을 정부가 지원해 기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됐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용암폐수종말처리장의 유입폐수 오염도를

일반폐수인 BOD 200ppm을 기준으로 기업부담금을 산정했으나 용암

처리장의 경우 600ppm 이상의 고농도폐수가 유입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폐수 농도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

지원을 건의해 왔다.

용암폐수종말처리장은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에 1일 처리용량 8만

5천t 규모로 2010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5월 9일

제2회 울산 자동차의 날 행사 개최(경제통상국)

○ 기 간 : 2008. 5. 9 ~ 5. 10

○ 기 념 식 : 2009. 5. 9(금) 11:00, 롯데호텔, 200여명 참석

○ 자동차 과학캠프 : 5. 6(화)~5. 10(토), 울산과학대 서부캠퍼스

∙ 참여인원 : 30개팀 120명(시민, 학생 등)

∙ 모형자동차 제작 및 경주(교육→디자인→제작→경주→평가)

○ 자동차산업 발전방안 세미나 : 5. 9(금) 14:00, 자동차부품혁신센터

○ 오토밸리 투어 : 5. 9(금), 16:30~18:00, 오토밸리 일원

○ 기념 마라톤대회 : 5. 10(토) 09:00~13:00, 현대자동차, 5,000여명

○ 글짓기 대회, 시민 기업체 견학,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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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9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대교 사전평가 '완료', 착공준비 본격화(건설)

울산 동구지역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중인 울산대교 및 염

포산터널 건설사업이 사전평가작업 완료로 탄력을 받게됐다.

9일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널 건설

사업 수주를 단독 신청한 울산하버브릿지㈜에 대해 수행능력 평가와

기술 및 경제성평가 등을 모두 마무리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도

된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과 실시협상 등 본격적인

착공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먼저 이달 안에 울산하버브릿지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때부터 1년동안 정확한 공사 및 사업비 규모,

통행료 징수 및 징수기간 등에 대한 협상을 벌인뒤 중앙의 심의를 받아

최종사업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어 설계와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10년 초에 착공해 2015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 건설은 시가 지난해 수주 희망업체를 공개

모집한 결과 지난 2004년 이 사업을 처음 제안했던 이수건설과 현대

건설 등이 컨소시엄한 울산하버브릿지가 단독 신청하자 국토연구원에

맡겨 사전평가작업에 들어갔다.

울산대교는 울산항을 가로질러 남구와 동구를 연결하는 길이 1천

400ｍ의 사장교이며, 염포산 터널은 울산대교∼동구 중심을 연결하는

길이 780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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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5월 10일

제1회 다자녀 가정 행복축제 개최(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5. 10(토) 09:30 ～ 12:00

○ 장 소 : 가족문화센터 실내체육관

○ 참여인원 : 150가정 600여명(‘07년 출산한 3자녀이상 가정)

○ 행사내용

∙ 의식행사, 학용품, 유아복 등 바자회

∙ 어린이 밸리댄스, 매직쇼, 캐릭터쇼, 키다리삐에로, 페이스페인팅

∙ 유모차, 가족사진, 간식 및 기념품 제공

2008년 5월 10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민 "달리며 '자동차의 날' 의미 곱씹어요"(산업)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10일 울산시와 공동으로 '제2회 울산자동차의

날 기념 마라톤대회'를 개최, 자동차의 날을 축하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마라톤대회는 박맹우 울산시장과 윤여철

현대차 사장을 비롯한 현대차 임직원, 시민 등 5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대차 3공장 잔디구장과 사내도로, 북구 오토밸리 일원에서 5㎞와 10㎞

2개 코스에서 펼쳐졌다.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사원가족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건강달리기대회를 개최해 온 현대차 울산공장은

올해는 자동차의 날(5월12일)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울산시민들까지 참여

하는 마라톤대회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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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회에는 500여 쌍의 근로자 부부 참가자를 비롯해 각 동호회,

향우회 등 단체참가자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현대차 직원 방제수(45)씨는 "가족들과 화목도 다지고 건강도 챙기는

뜻에서 사내 건강마라톤대회에 참석하곤 했다"며 "올해는 자동차의 날을

기념하는 대회라서 현대자동차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달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번 행사의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사내동호회 휠밴드회의 간이공연도 준비했고 현대모비스농구단 선수와

코칭스태프 등도 행사장에 참석해 팬사인회와 농구용품 지급, 기념

사진촬영을 하기도 했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자동차의 날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메카이자

산업수도인 울산의 자랑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주도해 온 울산 대표기업인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의

날을 축하하는 행사를 갖게 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현대차 윤여철 사장도 "올해는 울산 자동차의 날을 기념한 마라톤

대회를 마련해 한층 뜻 깊다"며 "대회를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5월 12일

2008 울산컵 세계윈드서핑대회 개최(울주군)

○ 기간․장소 : 2008. 5. 12 ~ 5. 18, 서생면 진하해수욕장

○ 규모․예산 : 30개국 400여명, 4억(군비 2억5천, 시비 1억5천)

○ 주요일정 : 개막식 - 5.12(월) 20:00롯데호텔/시상식 - 5.17(토) 18:30진하

○ 주 최 : 울산광역시, 울주군, ubc 울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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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2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흐린날씨속 곳곳서 석탄일 봉축법요식(문화)

연휴의 마지막날인 12일 울산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요 사찰에서는 석가탄신일을 기념하는 봉축 법요식이

잇따라 봉행됐다.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가지산의 석남사에서는 이날 오전 대웅전

앞마당에서 불자와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법요식을

열고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 남구 옥동 정토사에서는 불자들을 위한 작음 음악회와 학생들을

상대로 한 그림․글짓기대회가 열렸다. 이날 울산지역은 최고기온이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으며, 밤늦게는 비가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남구 옥동 울산대공원이나 동구 방어동 대왕암공원,

중구 태화동 태화강 대숲공원 등의 도심내 주요 유원지에는 평소 주말

휴일 보다 나들이객들이 크게 줄어들어 한산했다.

한편 울산과 부산, 양산, 밀양, 청도 등지를 잇는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원활한 소통을 보이고 있으며, 울산∼

경주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5월 13일

아산로 중앙분리대 녹화사업 중간보고회(환경국)

○ 일 시 : 2008. 5. 13(화) 15:00 ~ 16:30

○ 장 소 : 3층 상황실

○ 참 석 : 13명(시장님, 정무부시장, 환경국장, 시의원, 관련기관 등)

○ 보고내용 : 아산로 현황분석, 기본구상 및 조성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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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건설교통국)

○ 기 간 : 2008. 5. 13 ~ 5. 30(3회, 4박5일)

○ 인 원 : 54명(시내버스 16, 택시모범운수종사자 33, 인솔 5)

○ 연수국가 : 일 본

○ 주요내용

∙ 선진도시 버스 및 택시 친절서비스, 우수사례 체험

∙ 버스 및 택시 요금체계, 노사관계, 회사운영 현황 등 비교분석

2/4분기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보건환경연구원)

○ 기 간 : 2008. 5. 13 ～ 5. 30

○ 대 상 : 25개지점 (울산․미포공단 21, 온산공단 4)

○ 항 목 : 22개항목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 17, 기상항목 4)

○ 방 법 : 공기희석관능법 (복합악취), 기기분석법 (지정악취물질)

○ 결 과 : 관련기관(시, 구․군 및 환경부) 조사결과 송부

2008년 5월 13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섬골저수지 일대 수변공원 조성 추진(환경)

울산시 남구청은 남구 삼호동 섬골저수지 일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남구청은 삼호동 1374 일대 5천25㎡ 규모의 섬골저수지를 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 내년 초까지 수변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이 저수지는 지난 70년 초 농업용수 보급을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

됐으며 도시화로 활용성이 떨어지면서 저수지 주변에는 창고나 축사 등

불법 건축물이 난립하는 등 등 환경이 크게 나빠졌다.

남구청은 이에 따라 이 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해 남구 선암댐

수변공원과 태화강 둔치를 잇는 24㎞의 도심순환산책로(솔마루길)

조성사업 구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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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5월 14일

제4회 시각장애 어르신 효(孝)잔치 개최(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5. 14(수) 11:00～15:30

○ 장 소 : 가족문화센터(B동), 문화뷔페

○ 참석인원 : 200명(60세 이상 시각장애인, 자원봉사자 등)

○ 행사내용 : 중식, 개회식, 노래한마당, 레크리에이션 등

○ 주 관 :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박길환)

○ 후 원 : 대한적십자사울산광역지사 남구지구협의회

2008년 5월 14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남구주민자치위 장례식장 건립반대 서명(사회)

울산남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회장 박호일)는 주민자치위원일동

명의로 태화강변 장례식장 건립 반대 입장을 담은 남구주민자치위원

247명을 포함한 주민 9천780명의 서명을 받아 남구청에 냈다고 14일 밝혔다.

협의회는 서명서를 통해 "울산에코폴리스 등 태화강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인데 태화강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등 난개발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남구 삼호동 주민 일동 명의로 주민 5천475명이

서명한 장례식장 건립반대 서명서도 남구청에 제출됐다.

민간업자인 김모씨는 지난 1월 남구 무거동 1270일대 2천212㎡의

부지에 연면적 2천43㎡ 규모의 장례식장 건립허가를 남구청에 냈으나

민원 발생과 난개발 등을 이유로 반려되자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반려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이후 법원의 간접

강제신청에서도 "남구청이 하루 300만원씩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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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구청은 이에 대해 "울산시가 해당부지 일대 자연녹지

정비계획을 확정하면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다"며 검찰의 지휘를 받아 즉시 항고했다.

현대重 외국인 감독관체육대회, 울산 동구 '들썩'(산업)

"울산 동구에서 열리는 작은 지구촌 축제에 놀러오세요." 현대중공업

그룹이 오는 17일 울산시 동구 서부동 서부축구장에서 제6회 외국인

감독관 체육대회(International Supervisors Spring Festival)'를 개최한다

고 14일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현대중공업 그룹에 파견 근무 중인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40여

개국 감독관과 이들 가족 2천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울산에서 열리는 외국인 행사 가운데는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울산의 작은 지구촌 축제로도 불린다.

오전 10시부터 마칭밴드 공연을 시작으로 대회 전 분위기를 고조

시킨 뒤 개막식이 열리며, 이어 사택의 주부모임 회원들의 몸풀기

에어로빅 공연, 아이들이 참가하는 사탕먹고 달리기(Candy Run for

Kids) 대회가 이어진다.

또 사람을 빨리 옮기는 팀별 대항전인 피플패스(People Pass),

현대중공업 대표와 외국인 감독관 대표간의 축구대회, 아이들의 콩주머니

던지기, 신발 멀리차기(Cannon Shooter), 2인3각대회(Three-leg Race

for Couples), 지네발 릴레이(Centipedal Race), 장애물 릴레이,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당일 행사장에는 솜사탕과 도넛, 팝콘과 핫도그가 제공되고 뷔페와

바비큐 파티가 열렸으며, 맥주를 등에 매고 걸어다니는 비어맨(Beer

Man)도 출연해 눈길을 끌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이 행사는 고객 만족과 국제 친선교류를 위해 올해로

6년째 열고 있고 지역 최대의 외국인 축제"라고 소개했다.



● ● ● 2008. 5월 주요수록 안내

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229

울산 중구민 "병영성일대 건축행위 제한 반대"(행정)

울산시가 울산 중구 서동의 사적 제320호 '병영성' 일대에 대해

각종 개발과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병영성 현상변경 반대와 문화공원 추진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울산시청 남문 앞에서 1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병영성은 1987년 7월 국가 사적 320호로 지정된 울산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이지만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20년이 넘도록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거의 방치돼왔다"며 "병영성을 국가지정문화재답게

조속히 문화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병영성이 문화재로 묶여 그 주변 일대가 많이 낙후돼 있다"

며 "정확한 개발방향이 제시되지 못한 채 단순히 문화재 보호라는 명목

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울산시의 병영성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에 따르면 병영성

일대 5만6천㎡에서 성 내부 지역에는 건물 높이와 신축행위가 제한되고

병영성 일원 반경 200m 내에 위치한 3천여 개의 상가와 주택도 처리

기준안에 따라 각종 개발.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울산 중구청은 지난 2일 병영성 주변지역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이 "주민의 절반 이상이

사업추진을 모르는 상황에서 구청이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해

파행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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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5월 15일

제14회 울산고래축제 개최(경제통상국)

○ 기 간 : 2008. 5. 15(목) ~ 5. 18(일)

※ 개막식 : 5. 16(금) 19:00

○ 장 소 : 장생포 해양공원 및 시가지 일원

○ 테 마 : 고래의 꿈, 푸른 울산

○ 행사내용 : 거리퍼레이드, 고래테마공연, 고래가요제, 체험참여행사,

극경회유해면 탐사 등

2008년 5월 15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민단체 '지방의원 해외연수' 주민감사청구(사회)

울산시민연대와 중구주민회 등은 "울산 남구․중구․울주군 의회가

올해 진행한 의원 해외연수가 외유성 연수로 예산을 낭비했다"며 15일

울산시 감사관실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기초의회들의 의원 해외연수는 외유성 해외연수로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을 낭비하고 업무연관성 없는 공무원의 동행으로

인해 행정공백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연수 준비과정이 부실하고

목적과 연수일정이 불일치했다"며 "이들 의회가 제시한 연수목적이 해외

연수 이외의 수단으로 달성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민연대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주민감사를 청구해 해외연수

준비과정과 진행과정, 예산집행의 타당성 등을 엄중히 평가해 공익을

해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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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한 주민감사는 상급기관인 울산시에

청구인이 주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한 뒤 3개월 이내에 각 지자체별로

주민 150명의 서명을 받아 명부를 제출하면 이뤄질 수 있으며 이후

울산시 감사청구심의회에서 감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울산시민연대와 중구주민회 등 시민단체들은 오는 17일 오후 울산

대공원 동문과 남구.울주군.중구의 유동인구 밀집지역에서 관광성

해외연수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울주군의회는 지난 4월 11일부터 6박7일 일정으로 터키,

그리스, 이집트 등을 방문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파르테논 신전 등을

둘러봤고, 남구의회는 지난달 23일부터 5월2일까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을 둘러봤으며 중구의회는 지난달 27일부터 10박11일 일정으로

러시아,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4개국을 방문했다.

'울산시민응원가' 작곡 전국 공모(행정)

울산시는 최근 선정한 시민응원가 당선작에 곡을 붙이기 위해 15일

∼7월11일까지 응원가 작곡을 전국 공모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참가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가사의 내용을 충분히

살리고 시민들이 쉽게 즐겨 부를 수 있는 창작곡이면 된다.

응모작은 시청 기획관실(☎052-229-2125)에서 접수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해 8월에 개별통보하며, 최우수작 1편에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가사 당선작은 김혜원씨의 '젊은 가슴'으로 1절 "반구대 꿈을 안고

태화강 흘러서/ 동해에 고래되어 파도를 달린다/ 씽씽씽 달려보자

우리의 울산/ 대한의 젊은 가슴 우리의 울산(후렴)"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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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도시경쟁력 '郡단위 1위' 인증서 받아(행정)

울산시 울주군은 전국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국가지역경쟁력

연구원이 도시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울주군이 전국 86개 군 단위에서

1위를 차지해 15일 연구원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은 국가 및 산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과 정책수립을 위해 연구하는 사단법인체로 이 단체가

조사한 15개 지표는 행정 효율성과 지방세 수입비율, 경제활동 인구

규모, 지역 고용율 등 도시경쟁력 분야다.

이날 인증서 전달식에는 신장열 울주군수 권한대행과 국가지역

경쟁력연구원의 장준호 상무와 장효천 연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군청 부군수실에서 열렸다.

울주군에 따르면 국가경쟁력평가(NRCE)의 56개 세부지표 중 15개

지표에 대해 지난 10년간 조사한 결과에서 울주군이 1위를 차지했다.

울주군은 군 단위로 10년간의 도시경쟁력 비교우위도 평가에서

지난 1999년 1위를 차지한 이후 지난 2006년까지 줄곧 1위를 지켜와

평균 순위 1.0으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2위는 경북 달성군이, 3위는 경북 칠곡군이 각각 차지했고

시 단위에서는 경기도 과천시가, 구 단위는 서울시 강남구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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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5월 16일

2008 옥외광고 개선 종합대책수립 관련 회의 개최(도시국)

○ 일시․장소 : 2008. 5. 16. 14:00, 건축주택과

○ 참석대상 : 8명(시 3, 구․군 담당과장 5)

○ 주요내용 : 세부시행계획 및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대책 수립

2008년 5월 16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산전샘물축제', "400년 물맛 그대로"(문화)

울산 중구 병영에서 400년의 역사를 지닌 '산전샘물'을 기념하는

축제가 마련돼 시민들의 발길을 잡아끌었다.

400년 전 만들어져 인근 주민은 물론 멀리 부산, 대구 등지에까지

물을 길어가던 이 산점샘에 대해 이 일대 노인들은 "어렸을 땐 경남

일대에서는 가장 물맛이 좋았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제4회 병영산전샘물축제'에서는 오전에 샘물 고유제와

물동이 이고 오르내리기, 아낙네들이 물을 긷는 모습, 북춤 공연 등의

순서가 진행됐다.

축제장에는 1950년대 아낙네들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모습 등

추억의 사진도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산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토박이 최모(60)씨는 "샘이 복원된 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면 이곳을 찾는데 물맛은 옛날 그대로다"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병영 산전샘은 지난 1967년 상수도 설치로 인해 물이 고갈되기

시작해 1985년부터 동네주민들이 흙으로 묻어 보존해 오던 중 2001년

5월부터 복원에 착수해 이듬해 5월 10일 새롭게 단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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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서생포왜성서 한․일 병사 합동위령제(문화)

"한.일 양국의 원혼들이여, 편히 잠드소서" 울산시 울주군 서생포

왜성에서 16일 오후 임진왜란 당시 희생된 한.일 병사들과 울산의

의병을 위한 한.일 합동 위령제가 마련됐다.

울산시와 일본 구마모토(熊本)시가 함께 준비한 이번 위령제에서는

울산시와 구마 모토시 관계자들이 제관으로 참여해 임란 때 희생된

병사들의 넋을 기리고, 한.일 양국의 우호정신을 다졌다.

제관들은 이날 양국의 만남의 의미를 하늘에 고하면서 차를 올리는

헌다(獻茶)에 이어 각 나라를 위해 싸우다 세상을 뜬 한․일․명나라

병사들의 혼을 달래며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기원하는 천도재

(薦度齋) 등의 순서를 진행했다.

오는 17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SK광장에서 마련되는 '울산-구마

모토 무지개 콘서트'도 기획한 울산 문화방송은 "이번 위령제는 임진

왜란 때 피 흘린 우리 선조와, 일본의 선조 그리고 명나라 군사들의

영혼을 달래는 행사"라며 "이런 행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울산과 구마모토시는 400여년 전 왜군이 조선을 침략했던 임진왜란

당시 일본측 선봉장이던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가 울산을 공략하고

퇴각하면서 많은 울산 사람들을 구마모토로 끌고 간 악연이 있다.

두 도시는 아픈 과거를 뛰어 넘을 때 양측 모두에게 더 큰 발전과

도약이 있다는 판단에서 울산MBC와 함께 지난해부터 우호협력의

정신을 다지는 한일 콘서트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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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5월 17일

2008 시청직원『어울림한마당』행사(자치행정국)

○ 일시 장소 : 2008. 5. 17(토) 09:00~14:35, 문수국제양궁장

○ 참가 인원 : 1,000명 정도(본청, 시의회, 사업소)

○ 진행 방식 : 인원과 성별이 균형을 이루도록 8개팀으로 편성 진행

○ 행사 내용

∙ 오픈행사 및 개회식 (09:10 ~ 09:50) -------- 40’

∙ 한마음 체육행사 (09:50 ~ 12:20) ------------- 150’

∙ 어울림 한마당행사 (13:20 ~ 14:10) ---------- 50’

∙ 경품추첨, 시상 및 폐회 (14:10 ~ 14:35) ---- 25’

○ 주최 주관 : 시, 공무원노조 공동

「울산-구마모토 무지개콘서트」개최(문화체육국)

○ 일시․장소 : 2008. 5. 17(토) 19:00, 울산대공원 남문 SK광장

○ 주 관 : 울산MBC, 구마모토방송(RKK)

○ 주요 행사

∙ 시립예술단 공연, 일본민요 및 가야금연주, 양도시 교류 세리머니

∙ 영상물 상영(울산․구마모토 소개), 일본측 13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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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8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적조예방대책' 마련(경제)

울산시는 적조가 발생하기 쉬운 여름철을 앞두고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유관기관과 단체, 어업인 등으로 '적조대책위원회'

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6월13일까지 적조피해 우려가 있는 육상 어류

양식장과 육상 종묘배양장, 해상양식장 등 모두 19개 시설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어류입식량, 방제장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적조방제에 동원할 어선 24척과 덤프트럭, 굴착기 등의

장비는 물론 황토 4천500여t을 확보하고 7월 초부터는 구군, 울산수산

사무소, 수협, 양식어업인, 어촌계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방침이다.

또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도 합동조사반을 미리 구성

하고 죽은 양식물의 처리비 등 복구자금을 확보하기로 했다.

2008년 5월 19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골프장, 호텔서도 '체납車 번호판' 색출(행정)

"골프장과 호텔, 백화점, 골프연습장 등에서도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 갑니다." 체납자를 '공공의 적'으로 간주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는 울산시가 위락.쇼핑시설을 이용하면서 세금(자동차세)을 내지 않고

있는 차량 색출에 나섰다.

시는 19일 구.군과 합동으로 모두 6개의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반'을 편성하고 호텔 4곳과 백화점 3곳, 골프장 4곳, 골프연습장

30곳, 대형 마트 13곳, 대형 사우나 26곳 등 모두 80곳의 위락.쇼핑시설

등에서 집중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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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은 오는 22일까지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기를 활용해

현장에서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확인될 경우

번호판을 떼며, 법인과 단체의 부도나 파산 때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된 일명 '대포차'는 현장에서 견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차주들이 체납세를 빨리 납부 하고 떼인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곧바로 공매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인허가 등

각종 관허사업 제한, 금융계좌 추적 및 회원권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벌여 260억원을 거둬들였다.

시 관계자는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서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차량 소유자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위해 위락 및 쇼핑시설 이용차량을

집중 단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5월 20일

주민자치위원장, 읍․면․동장 워크숍 개최(자치행정국)

○ 일시 장소 : 2008. 5. 20(화) 10:00~17:00, 가족문화센터(대강당)

○ 참석 인원 : 122명(주민자치위원장 58, 읍․면․동장 58, 시, 구․군 담당 6)

○ 주요 내용 : 특강,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분임토의 및 발표 등

제9회 한․일 경제교류회의 참가(경제통상국)

○ 기 간 : 2008. 5. 20(화) ~ 5. 24(토)

○ 장 소 : 일본 기타큐슈시 및 이시가와현 가나자와시

○ 방 문 자 : 3명(경제통상국장 외 2명)

○ 주요내용 : 제3회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총회(울산개최) 관련

업무협의, 한․일 양국 기업상담회, 산업시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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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 세계3대 단경간 현수교로 건설(건설)

울산 남구와 동구를 잇는 '울산대교'가 국내 최장이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단경간(현수교를 지탱하는 2개 주탑과 주탑 사이의 길이)

현수교로 건설된다.

울산시는 20일 울산항 입구를 지나 남구와 동구를 잇는 울산대교를

선박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해상에 주탑을 설치하지 않고 양쪽 육지부

에만 간격 1.15㎞의 주탑을 설치하는 단경간 현수교로 건설하기로 하고

울산하버 브릿지㈜를 민간투자 최종협상 대상자로 결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울산하버브릿지와 앞으로 1년간 정확한 공사 및

사업비 규모, 통행료 징수 및 징수기간 등에 대한 협상을 벌인뒤 중앙의

심의를 받아 최종사업자로 선정할 예정이며, 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10년 상반기 착공해 2014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또 울산대교에서 연이어 동구 도심으로 연결되는 길이 1.08㎞의

염포산터널과 접속도로(IC) 등을 함께 건설할 예정이다.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 건설은 시가 지난해 수주 희망업체를 공개모집한 결과

지난 2004년 이 사업을 처음 제안했던 이수건설과 현대건설 등이

컨소시엄한 울산하버브릿지가 단독 신청하자 국토연구원의 사전평가

작업을 거쳐 이번에 협상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이 현수교와 터널이 완공되면 남구와 동구를 연결하는 새로운

동-서축의 주간선도로망이 구축돼 기존 아산로와 염포로의 교통체증이

크게 해소되고 동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시간 및 비용절감으로 개통후

30년간 경제적 편익이 3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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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외국어高' 북구 중산동에 설립(교육)

울산외국어고 설립추진위원회는 20일 울산시교육청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울산외고를 북구에 짓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첨예한 울산외고 유치전을 벌였던 북구와

울주군 간의 경쟁은 일단락됐다.

모두 17명으로 구성된 울산외고 설립 추진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치나 도시계획, 학교설립 여건 등에서 울주군보다 북구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또 북구청이 제시한 북구 중산동 일원

10만2천여㎡(120억원 상당)의 학교부지 무상 제공과 학교 진입로 건립

비용 77억원 지원, 외고 설립후 3년간 10억원씩 30억원의 교육시설

투자비 지원 등 지원 규모면에서도 다소 높은 평가를 했다.

울주군은 온산읍 일원 3만3천여㎡(25억원 상당)의 학교 부지와

55억원의 학교 시설비를 지원하기로 했었다.

울산외고 설립추진위는 이에 앞서 이날 오후에는 북구와 울주군의

학교 부지 현장을 답사하는 등 최종 입지선정 작업을 벌였다. 울산외고

설립추진위는 오는 2010년 한 학년에 5개 학급, 학급당 30명씩 5개 학과

이내의 울산외고를 건립키로 하고 지난 2006년 12월 울산외고 설립

공모를 한 뒤 지난해 5월 외고 유치를 희망한 북구와 울주군을 상대로

후보지 선정 작업을 해왔다.

울산시교육청 이기룡 부교육감은 "그동안 울산외고 유치를 위해

보여준 울주군과 북구 주민들의 울주군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교육청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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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5월 21일

시내버스 무료환승 시스템 점검(건설교통국)

○ 기 간 : 2008. 5. 21 ~ 5. 23(3일간)

○ 점 검 반 : 3명(시 및 버스조합 합동)

○ 점검방법 : 교통카드 무료환승 운행점검 자료와 주전산데이터 확인

○ 점검결과 : 환승실태 확인분석, 요금보전 적정성 여부 검토

2008년 5월 2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십리대숲 우리가 지킨다"(환경)

"울산의 자랑, 태화강 대숲생태공원의 죽순을 지켜라." 울산의

명물인 울산시 중구 태화동 태화강 대숲 생태공원내 죽순을 보호하기

위한 '죽순감시단'이 구성돼 24시간 감시활동에 나선다.

해마다 봄철인 5월 중순께가 되면 대숲에서 새로 돋아나는 죽순을

캐 가려는 사람이 많아 대숲 보호차원에서 감시단 가동에 들어갔다.

최근들어 죽순이 약용이나 식용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호시탐탐

십리대숲의 죽순을 노리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죽순은 대의 땅속 줄기에서 돋아나는 어리고 연한 싹으로 성장한

대에서 볼 수 있는 형질을 다 갖추고 있는데 태화강 대숲 생태공원의

왕대는 높이 7∼15ｍ 정도 자라고 식용으로 사용하는 죽순(길이 20-30㎝

정도)에는 단백질과 당질, 섬유 외에 칼슘, 인, 철, 염분 등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산시는 이처럼 죽순의 훼손 피해를 막고 우량하고 건강한 대숲

으로 보전하기 위해 20일 대숲 생태공원 입구 광장에서 울산시태화강

관리단, 십리대밭지킴이자원봉사회, 삼성정밀화학 봉사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죽순 감시단 발대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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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순 감시단은 태화강관리단 소속 공무원을 비롯해 십리대밭 지킴이

자원봉사회(회장 조남근), 태화강 1사1하천 담담 기업체인 삼성정밀

화학㈜ 직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1개조 20여명씩 4개조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22일부터 6월22일까지 1개월간 24시간 감시활동에

나서게 된다. 울산시 태화강관리단의 김기석 담당은 "지난 2004년

만들어진 태화강 대숲 생태공원은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의 소중한 자연

자원"이라며 "죽순이 건강해야 건강한 대로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죽순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면서 감시

활동도 함께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죽순 감시단은 발대식에 이어 생태공원 환경정화 활동과 죽순보호

캠페인도 전개했다.

한편 태화강 대숲 생태공원은 중구 태화동 일원(면적 9만여㎡)에

54만여 그루의 대숲으로 장관을 이뤄 울산의 대표적인 명소로 꼽힌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5월 22일

2008 울산산업박람회 & 과학기술제전 개최(경제통상국)

○ 기간․장소 : 2008. 5. 22 ~ 5. 25(4일간), 동천체육관

○ 행사내용 : 중소․벤처기업 신기술․제품전시, 과학체험관 및

직업교육관 운영 등

○ 전시규모 : 119개 기관․업체 193부스(독립부스 20개 포함)

< 개 막 식 >

∙ 일시․장소 : ’08. 5. 23(금) 10:30, 동천체육관

∙ 참석인원 : 500여명(국회의원, 유관기관․단체장, 기업체 대표 등)



2008 울산종합일지  ● ● ●

242╻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 

2008년 5월 22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대전 화학업체-지원기관 협력 MOU(산업)

울산과 대전지역 중소화학업체로 구성된 (사)한국중소화학기업

협회는 22일 양 도시의 기업지원 기관인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대전테크노파크,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무역협회 울산지부, 한밭

대학교 화학소재 상용화혁신센터 등과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중소화학기업협회는 이들 지원기관과 공동연구

개발은 물론 분석시험장비 공동운용, 마케팅 지원, 기술시장 정보공유

등 중소 화학업체의 생산성 및 기술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중소화학기업협회는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와 대전전략산업

기획단이 '정밀화학 초광역 클러스터'를 구축한 것을 기념해 지난해

5월 양 도시의 100여개 화학업체로 창립했으며, 올해는 회원사를 전국

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협회는 이날 울산 남구 용진화학에서 박맹우 울산시장과 김철욱

울산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울산시 '청소년 육성계획' 30가지 추진(복지)

울산시는 22일 청소년의 활동기회 다양화 지원 등 모두 4대 분야

30개 청소년 육성계획을 올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소년 활동기회 다양화 지원사업으로는 청소년 문화존

운영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지원, 청소년

한마음축제 개최, 청소년 주간 행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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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소년 정책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를 위해 청소년 특별위원회

운영,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지원,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청소년 보호 및 유해

환경 개선사업으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과 청소년 성문화

센터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청소년 복지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쉼터,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5월 23일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회의 개최(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5. 23(금) 15:00～16:30, 대구 스타디움

○ 참석대상 : 영남권 5개 시․도지사

※ 시․도 기획관리실장(기획관) 배석

○ 주요내용

∙ 동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

∙ 기타 시․도간 홍보 및 협조사항 (옹기문화엑스포 홍보)

세계 나비․곤충엑스포「우정의 날」행사 개최(환경국)

○ 일시․장소 : 2008. 5. 23(금) 13:00, 함평 엑스포광장 특설무대

○ 참 석 : 110명 (정무부시장, 푸른울산21위원,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함평군 주관, 환영 리셉션 참여

∙ 우리 시 시립교향악단․합창단․무용단 공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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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개최(문화체육국)

○ 일시․장소 : 2008. 5. 23(금) 11:00, 3층 상황실

○ 참석위원 : 10명(제1분과 위원)

○ 주요안건 : 박상진의사 생가주변 역사공원 조성 등 2건

2008년 5월 23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적십자 제5대 회장 이수만씨 선출(복지)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 제5대 회장으로 이수만 전 회장이

선출됐다.

적십자사 울산지사는 22일 개최한 '2008년도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이수만 전 회장을 제 5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이수만 회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인준을 받은 후 3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 회장은 임기 동안 적십자 봉사원들을 위한 사옥 신축을 추진하고

적십자 봉사원들의 편의를 위해 세탁차량, 혈액차량, 급식차량 등

시설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수만 회장은 "4대 회장에 이어 5대 회장까지 맡게 돼 더 큰

봉사를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활동하겠다"며 "적십자 봉사원들이

참봉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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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까지 예산 1천609억원 절감(행정)

울산시는 정부의 '예산 10% 절감' 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1천609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올해 경상경비와 각종 사업비 등 805억원(세외

수입 확충 포함)을 절감하기로 하고 곧 편성할 제1회 추경예산에서부터

324억원을 아끼기로 했으며, 내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804억원을 절감

하기로 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서 절감할 324억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신일반산업단지 조성, 길천일반산업단지 조성,

두동 일반산업단지 조성, 오토밸리로 2공구 개설, 상수도 배수관 부설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문현삼거리 우회도로 확장 사업의 공법 개선과 중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의 입주업체 선투자 추진, 계약심사제 강화 등을 통해

예산 절감을 실현할 예정이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5월 24일

2008년도 제1회 지방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자치행정국)

○ 일 시 : 2008. 5. 24(토) 10:00~11:25

○ 장 소 : 4개학교(울산공고, 울산서여중, 학성중, 신일중)

○ 선발예정인원 : 84명(행정직 9급 외 17개 직렬)

○ 출원인원 : 4,084명(평균 경쟁률 49:1)

※ 9급 행정직(일반행정) : 47명 선발, 2,812명 출원(60:1)

○ 시험관리인력 : 351명(본부요원 108, 시험관리관 243)

○ 시험관리관 교육

∙ 본부요원 : 5. 23(금) 15:30~16:00, 의사당 3층 대회의실

∙ 시험관리관 : 5. 24(토) 08:25~09:15, 각 학교 시행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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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4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남구문화원에 故 박영출 추모비 건립(문화)

울산시문화원연합회와 랑제문화장학재단은 최근 울산 남구문화원

화단에 고 박영출 울산문화원 초대 원장의 추모비를 건립했다.

고 박영출 원장은 사재를 털어 '울산문화원'을 처음 설립해 울산

지역문화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 울산시문화원연합회와 랑제장학재단은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비를 건립하고 오는 6월3일 지역 문화계 인사

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가질 계획이다.

추모비 건립은 울산지역 문화계의 염원을 담아 지난 2월부터 추진돼

왔으며 제작비용은 랑제문화장학재단이 전액 부담했다.

비석은 고흥반도에서 가져온 높이 2ｍ80㎝의 청석으로, 머릿글은

서예가 유용하 씨가 광개토대왕체로 썼고 신춘희 시인이 지은 추모시를

서예가 김숙례씨가 새겼다.

추모비 건립사업을 추진해온 서진길 전 울산문화원장은 "고인이

타계하자마자 많은 문화인과 경제인들이 울산에 문화의 씨앗을 뿌린

박 원장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이번에 추모비를 세우게

됐다"며 "6월 초에 제막식을 갖고 오는 9월 12일 타계 1주년 추모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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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완충녹지 조성 '저조', 국비지원 절실(환경)

울산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실적이 매우 저조해 국비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이 시가지로 날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총 4천193억원을 들여 남구 상개동∼북구 연암동 연장

11.8㎞, 면적 145만9천㎡의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말 현재까지 총사업비의 8%인 333억원(국비 137억원,

지방비 196억원)이 투자돼 전체 조성면적의 13%인 19만2천㎡만 조성됐다.

이 때문에 공단에서 가까운 시가지 일부 주민들이 아직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과 소음피해에 노출돼 있을 뿐만아니라 지난 1970년 3월

'완충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조성예정지 지주들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 등에 "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고 있는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국가시행 사업

으로 전환하거나 부지매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완충녹지 조성은 정부가 울산공단을 조성할 때 환경성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이 시가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국비의 대폭적인 지원 없이는 앞으로

30년이 지나도 완료되기 어려울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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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 휘발유가격 2천원 돌파(경제)

석유가격이 연일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 이어 울산에서도

일부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가 ℓ당 2천원을 넘어섰고 경유가격도

1천900원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 석유공사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www.opinet.co.kr)에

따르면 울산시 남구 삼산동 번영교 인근 한 주유소의 고급휘발유

가격이 2천20원이었고 같은 지역의 다른 주유소도 고급휘발유를 2천

15원에 판매했다.

고급휘발유 외에 차량 통행이 많은 문수로, 번영로, 삼산로 등에

위치한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일반 휘발유 가격이 1천800원대 후반

에서 1천900원대이고 경유 가격도 시내 주유소 대부분 1800원대 후반

으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울산의 기름값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석유공사가 5월 셋째주(5.19∼23일) 전국 1천100개 주유소를

표본으로 실시한 가격 조사결과 울산의 무연 보통 휘발유 평균가는

1천828.96원(전국 평균 1천816.98원)으로 한 주만에 59.75원이 올라

전국 시.도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다.

경유의 평균가도 울산이 1천810.46원으로 서울(1천836.56원)의 바로

뒤를 따르고 있다. 회사원 김모(30)씨는 "경유를 사용하는 SUV 차량을

몰고 매일 출퇴근하고 있는데 기름값이 계속 올라 걱정이 태산같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유가가 치솟고 있어 한번 기름을 넣을 땐 무조건

가득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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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5월 26일

200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건설교통국)

○ 훈련기간 : 2008. 5. 26(월) ~ 5. 28(수)

○ 참여기관 : 시 및 구․군, 재난관리책임기관(공공기관․기업체등)

○ 근무인원 : 3개조 편성 (1조 40여명 24시간 교대근무)

○ 주요 훈련내용

∙ 도상훈련 : 유형별 메시지 및 중앙메시지 처리

∙ 현장훈련 : 쌍용아진아파트 가스폭발, 석계서원 문화재 화재

2008년 5월 26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강동해변에 '용 상징물' 설치(문화)

울산 북구의 상연암과 무룡산, 정자항 등 강동해변에 무룡산 용

(龍)의 전설을 형상화한 관광상징물이 설치된다.

울산 북구청은 26일 오전 구청 상황실에서 '강동해변 관광상징물

설치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최종 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설치계획을 잠정 결정했다.

강동해변 관광상징물 설치 용역을 맡은 울산대 산학협력단 도시

경관팀의 한삼건, 김정민 교수는 북구 무룡산의 전설내용을 스토리텔링

(story telling)방식을 원용해 상징물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울산 북구의 무룡산에는 산 꼭대기 연못에 살던 용 일곱 마리와

칠색 무지개를 타고 내려온 일곱 선녀에 대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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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연구팀은 상연암 연못에는 일곱 마리 용이 꿈틀거리며 승천을

위해 몸부림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구 31호 국도 가로변에는

각종 명언을 새긴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무룡산 정상에는 칠선녀와

노니는 용의 형상과 함께 정자항에는 하늘로 힘차게 날아가는 용

모습의 조형물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 같은 구상에 대한 세부 계획과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관광상징물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천혜의 해안

경관을 부각시킬 수 있는 관광상징물을 설치해 북구가 동해권 최고의

관광휴양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청이 지난 3월 21~26일 울산시민, 북구주민, 외지 방문객

등 80명을 대상으로 '북구의 새로운 상징이미지로서의 캐릭터 선호도

조사'에서 강동해변의 관광상징물로 용(龍)을 꼽은 응답자가 50.6%로

가장 많았고 고래(36.7%), 정자대게(5.6%), 강동돌미역(4.5%), 몽돌해변

(3.6%) 등이 뒤를 이었다.

2008년 5월 27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전국 자생 동백나무 '울산으로 모여'(환경)

울산시는 27일 생태환경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전국 각지의

동백나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동백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남구 옥동 울산대공원 안에 1만㎡의 부지를 확보해

울산의 목도(目島.일명 동백섬)에서 자라고 있는 동백을 비롯해 부산,

경남, 전남 등 전국 각 시도에서 자생하는 동백나무 2천여 그루를

기증받아 심을 예정이다.

시는 내년 10∼11월 울산대공원과 울주군 외고산옹기마을 일대에서

열릴 세계옹기문화엑스포 개최 이전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대상지

검토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각 시도에 나무기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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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울주군 온산 앞바다의 작은 섬 목도가 동백과 해송 등 상록수림

으로 우거져 천연기념물 제65호로 지정돼 있는데다 시의 젖줄 태화강이

'생명의 강'으로 되살아나 동백동원 조성이 생태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도는 면적 1만5천74㎡로 수령 80년 이상의 동백 700여 그루와

50년 이상의 해송 400여 그루, 벚나무 120여 그루, 사철나무, 후박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5월 28일

『자원봉사 BEST ULSAN』발대식(자치행정국)

○ 일시 장소 : 2008. 5. 28(수), 동천체육관

○ 참여 인원 : 5,000여명

○ 행사 내용 : 축하공연, 결연패 및 리더봉사자 위촉패 수여,

자원봉사자 교육 등

○ 자원봉사 수요처 및 신청자 현황

∙ 수 요 처 : 2,044개소(시설 173, 개별 1,871)

∙ 신 청 자 : 231개단체 10,342명

구 분
계 단 체

개 인 비 고
단체수 인원 단체수 인원

계 231 10,342 231 9,566 776
노 력 203 9,354 203 8,699 655
의 료 5 117 5 104 13
전문기술 12 488 12 416 72
예술 공연 10 374 10 342 32

자립기반조성 1 9 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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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친절 「5Y5N운동」실천 결의대회(건설교통국)

○ 일 시 : 2008. 5. 28(수) 15:00

○ 장 소 : 의사당 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250명(일반택시업체대표및종사자 200, 개인택시종사자 50)

○ 행사내용 : 서비스헌장 낭독, 결의문 채택 등

2008년 5월 28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서생中 첫 공립 자율학교 지정 추진(교육)

울산시교육청은 울주군 서생면 서생중학교를 이 지역 중학교 가운데

처음 공립 자율학교로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초.중등교육법의 교원자격, 수업시간,

국정.검인증 교과서 사용, 학년제 등 각종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 학교를 오는 2010년부터 자율학교로

운영하기로 하고 기숙사 건립과 본관 및 체육관 보수 등 학교 여건

개선 사업에 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업비 중 22억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주변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은 한수원과 시교육청이 협의해 부담하기로 했다.

기숙사는 올 연말까지 학교 인근 5천400여㎡의 부지에 전교생이 숙식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서생중학교에는 1∼2학년 각 2학급, 3학년과 특수학급 각 1학급 등

모두 6학급에 119명이 다니고 있다. 한편 울산에는 현재 사립고인

울산예술고등학교가 고등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자율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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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5월 29일

정책자문단-공무원 워크숍 개최(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5. 29～5. 30(1박2일), 경주 대명리조트

○ 참석대상 : 100여명 (자문단 50, 공무원 50)

○ 주요내용 : 특강, 분임토의, 시정 의견청취 등

High Tech Valley 조성사업관련 주민설명회 개최(경제통상국)

○ 일시․장소 : 2008. 5. 29(목) 10:00, 삼남면사무소

○ 울주 삼남 가천리 일원 2,975천㎡의 공장용지 확보를 위한 제반

행정절차 이행사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

○ 주요내용 :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설명 및 의견수렴

2008년 5월 29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현대중공업 '부지제공․투자각서' 체결(산업)

울산시와 현대중공업은 29일 시청에서 북구 이화일산업단지 제공과

투자(건설장비사업부 이전)를 약속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투자양해각서에 따르면 울산시는 북구 중산동 45만2천㎡ 규모의

이화일산산업단지를 현대중공업에 제공하고 현대중공업은 이곳에 3천

400억원을 투자해 현재 동구 전하동 사내에 있는 건설장비사업부를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이화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신축을

올해 착공해 2010년 10월 준공할 예정이며, 울산시는 이 공사를 위한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및 토지보상 등을 수행하고 진입로 개설과

인허가 사항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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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장이 준공되면 현대중공업 건설장비사업부는 부지가 현재보다

크게 늘어나고 고용인원은 2천700여명으로 증가하며, 연간 굴착기와

지게차 등 5만7천600여대를 생산해 4조2천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건설장비 사업부 이전 확장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4조

1천605억원과 부가 가치유발효과 1조71억원, 취업유발효과 2만24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세계적 기업인 현대중공업의 공장부지난을 해소함

으로써 물류비 절감에 따른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내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민간자본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로 시의 재정부담 해소,

기업본사 및 협력 업체의 역외유출 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 장관 "울산産團 조성 지원" 약속(산업)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은 29일 울산 북구 오토밸리 내 모듈화 산업

단지(자동차부품단지) 조성현장을 방문하고 물류비 절감을 위한 도로

개설 등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이날 모듈화산업단지 조성현장에서 울산시로부터 현황

보고와 함께 현대자동차∼모듈화단지를 연결하는 오토밸리로가 일부

미개통돼 자동차 부품업체의 물류수송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건의를

받았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품업체의 물류비 절감과 완성차

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도로 개설비

지원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 "지역의 자발적 기업 유치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수시로 산업현장을 찾아가 기업애로를

해결하고 특히 기업투자 유치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발굴해 개선하는

등 지방의 대변인이나 도우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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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문화예술회관 '새 단장'(문화)

울산문화예술회관이 시립예술단 연습실을 증축하고 공연장 음향

시설을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29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 따르면 회관은 오는 7월 시립예술단

연습실을 지상으로 옮겨 증축하는 공사를 시작으로 9월에 지하 출연자

분장실을 현대화하고 12월 대공연장 음향 개선 및 방염재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한다.

이 같은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2009년 상반기에 울산문화예술

회관은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들을 맞는다.

1996년 개관한 울산문화예술회관은 12년이 지나면서 낡고 좁은

공연장 지하 분장실과 열악한 음향 시설, 악단과 합창단의 연습실이

지하에 있어 악기 보관과 환기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는 등 울산의

대표 문화시설로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회관은 음향 개선과 방염재 설치 공사에 1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천정과 벽체 공사, 음향 반사판 설치 등을 통해 음향 수준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문예회관은 회관 뒤편 야외쉼터에 3층 규모의 건물(연면적

1천117㎡)을 지어 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의 연습실, 휴식공간, 악기

보관실 등으로 사용하고, 대공연장 지하에 있는 기존의 대형 연습실은

문화교실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울산문화예술회관 측은 "울산이 대내외에 문화도시로 부상하려면

무대공간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울산문화예술회관이

이번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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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5월 30일

제3회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개최(환경국)

○ 기간․장소 : 2008. 5. 30 ~ 6. 8(10일), 대공원 장미원 일원

∙ 개장식 : 2008. 5. 30(금), 20:00 ~ 21:00, 50,000여명 참석(예상)

○ 주요내용 : 장미계곡 러브콘서트, 장애인 행복결혼식, 장미타투,

사랑과 소망의 리본달기 참여 행사 등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 행사 개최(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5. 30(금) 17:00

○ 장 소 : 울산대공원 남문

○ 추진방법 : 시 및 구․군 합동

○ 행사내용 : 금연유도를 위한 대 시민 홍보활동, 홍보 현수막 게첨 등

○ 기타 기념행사

∙세계금연의 날 기념식 : 5. 30(금) 10:00,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

※ 우리 시 참가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감사패 수상

∙실외 금연구역 선포식 : 5. 30(금) 14:00, 문수축구경기장 호반광장

15:00, 대왕암 공원

울산암각화 전시관 개관식(문화체육국)

○ 일시․장소 : 2008. 5. 30(금) 15:00, 울산암각화 전시관 앞 광장

○ 참석인원 : 300명

○ 주요행사

∙ 식전행사(14:30) : 선사시대 소재 연극공연

∙ 개관식․축하행사(15:00) : 현판제막, 시립무용단공연 등

∙ 부대행사(5. 28 ~ 6. 29) : 암각화그림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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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30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실외 금연구역' 6곳으로 확대(보건)

울산지역 실외 금연구역이 울산대공원에 이어 체육공원 호반산책로와

대왕암공원 등 모두 6곳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남구 옥동 울산대공원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운영한 결과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실외금연구역을

5개 구군별로 1곳씩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북구가 지난 1일 화봉제2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남구와 동구는 울산체육공원 호반산책로와 대왕암공원을 오는

31일 각각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울산체육공원 호반산책로는 매일 수 천명의 시민들이 산책과 조깅을

하는 곳이며, 대왕암공원은 시민 뿐만아니라 전국의 관광객이 찾는

울산지역 명승지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금연구역으로 선정한다.

또 중구와 울주군은 대표적인 역사문화 시설인 복산공원을 6월에,

박제상 유적지를 10월에 각각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연생태환경과 시민 휴식공간을 보존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푸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울산대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했다"며 "그 결과 시민의 호응이 좋아 구군별 역사문화

시설이나 공공성이 강한 곳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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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5월 31일

제1회 직원화합 용선대회 개최 지원(자치행정국)

○ 대회개요

∙ 주 관 : 시공무원노동조합

∙ 일시 장소 : 2008. 5. 31(토) 10:00~15:00, 남구 태화강 둔치

∙ 참여인원 : 28개팀 400여명(본청, 사업소 직원)

∙ 경기방식 : 5개조씩 경기하여 조 1위만 준결 진출

※ ’04년 이후의 ‘직원 족구대회’를 ‘용선대회’로 변경함.

○ 행사내용 : 대회사, 격려사, 용선대회, 시상, 행운권 추첨

○ 지원사항 : 직원 오찬 및 실 국장, 사업소장 대회참가 격려

2008년 5월 3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서 미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사회)

한미FTA저지 울산운동본부는 31일 오후 7시 울산시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의원, 시민단체활동가 등

700여명(경찰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수입협상의 전면 재협상을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넘겼다"며 "광우병 위험이 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면적인 수입 재협상을 해야하며 기존의 협상을

무효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촛불과 피켓 등을 들고 광우병 위험을 강조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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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소속의 의원과 당원 등 14명은

울산시 남구 신정동 울산시청 앞에서부터 촛불집회가 열리는 장소인

롯데백화점까지 5㎞ 가량을 '3보1배' 행진을 하면서 정부의 고시철회와

재협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이틀간 촛불집회에 이어 일부 참가자가 인도를 이용해

행진을 시도하려하고 경찰관들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

지기도 해 이날도 집회 후 예정에 없던 행진 등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5개 중대 인력과 경찰 버스 3대를 주변에 배치했다.

한편 한미FTA저지 울산운동본부는 이달들어 같은 장소에서 2차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를 가진데 이어 지난 27일부터는

매일 오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현대중 '조선소 최고 기능인'을 가린다(산업)

선박건조량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최고 기능인은

누굴까 ? 현대중공업이 31일 울산 본사의 사내 기술교육원에서 현장의

생산직 근로자 가운데 기능인 최고수를 가리는 '2008 사내기능경진

대회'를 열었다.

우수 기능인을 발굴하고 모기업과 협력업체간의 동반자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한 이 대회는 지난 1977년 첫 대회 이후 매년

열려왔으며 지난해부터는 노동부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특수용접, 전기공사, 선각조립, 의장조립, 선박도장 등

5개 종목에 141명(모기업 80명, 협력업체 61명)이 출전해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뽐냈다.

참가선수들은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기량을 쌓은 생산기술직

직원과 협력 회사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으로, 각 부서 부서장이나

협력업체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은 실력파다.



2008 울산종합일지  ● ● ●

260╻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 

이들은 각 분야에서 기량을 인정받고 있지만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의

입상 경력이 없고 사업명장으로도 선발된 적도 없는 순수 아마추어들이다.

이들은 지난달 열린 예선전에서 산업명장, 명인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올라왔는데 오직 기량에만 심사기준을 뒀기때문에 참가자 나이도

23-57세까지 다양하다.

이날 선수들은 도면독법, 마킹, 절단, 용접 등 실제 선박건조에

사용되는 블록을 10배 축소시킨 과제물을 제작하며 기량을 겨뤘다.

현대중공업 최원길 조선사업본부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고객의 믿음과 신뢰로 쌓이고 우리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기량 향상에 경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6월 5일 오후 4시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각 직종 입상자는 대표이사 표창(특수용접 1위는 노동부장관

표창)과 상금, 해외 연수의 특전(종목별 1-3위) 등이 주어진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기술수당 지급, 휘장 수여 등 다양한 기능장려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명장 8명과 품질명장 13명, 국가공인 기능장

544명 등 우수한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에서도 지금까지 총 77명의 입상자를 배출했다.



주요수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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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수돗물 '먹는물 기준 적합' 판정(행정)

울산지역 정수장과 수도꼭지에 대한 지난 5월 정기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 물로 적합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회야․천상 2개 정수장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생물(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유해영향무기물질(암모

니아성질소, 불소, 중금속 등), 유해영향유기물질(농약류, 휘발성유기물질

등), 소독제 및 소독 부산물질(잔류염소, 총트리할로메탄 등), 심미적

영향물질(경도, 냄새, 맛 등)이 모두 검출되지 않거나 수질기준 이하였다.

구․군별 급수인구에 따라 선정한 모두 101개의 일반가정 수도

꼭지 수질검사에서도 잔류염소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등

4개 검사항목이 모두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박맹우 울산시장 현충탑 참배(복지)

박맹우 울산시장은 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남구 옥동 울산대

공원내 현충탑을 참배했다.

박 시장은 이어 참배에 동참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단체장

등과 함께 식사를 하며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진 유공자와 호국영령이

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 발전이 가능했고 후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며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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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6월 2일

울산-일본 하기시 자매결연 40주년 기념행사 참석(경제통상실)

○ 기간․장소 : 2008. 6. 2 ~ 6. 4, 일본 야마구찌현 하기시

○ 방 문 단 : 13명(시장, 시의회 의장, 상의회장 등)

○ 주요내용

∙ 자매결연 40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주요인사 방문

∙ 한일친선협회 주관 전시행사 참관 등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교통건설국)

○ 기 간 : 2008. 6. 2 ~ 6. 30

○ 대 상 : 25건 6,335백만원

(주택건설사업 15, 주상복합건물 9, 도시개발사업 1)

○ 추진방법 : 독촉고지서 발송, 방문 및 전화독려

여권발급 업무 개시 기념행사(북구)

○ 일시․장소 : 2008. 6. 2(월) 10:00~10:30, 북구청 민원지적과

※ 업무개시 : 6. 2(월) 09:00

○ 참석인원 : 40명(구청장, 구의원, 시 자치행정국장 등)

○ 주요내용 : 테이프 컷팅, 여권업무 참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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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인물동산에 설 흉상 대상자 9명 선정(문화)

울산 인물동산에 흉상과 기념비가 세워질 지역을 빛낸 인물 9명이

최종 선정됐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발전연구원 용역과 시민 여론조사, 인물

선정자문회원회 자문 결과 일제시대 우리말과 글을 지킨 국어학자

최현배, 단편 '갯마을'의 작가 오영수, '타향살이'로 서민의 애환과

향수를 달랜 대중가수 고복수, 대한광복회 총사령관이었던 독립운동가

박상진 의사 등이 인물동산에 설 인물로 선정됐다.

울산박씨의 시조이면서 오늘날 울산의 기틀을 마련한 신라말∼

고려초 박윤웅, 조선시대 무신이면서 외교가인 이예, '봄편지'를 남긴

아동문학가 서덕출, 일제시대 우리 민속문화를 발굴하고 지킨 송석하,

인재육성과 학성공원 조성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김홍조 옹 등도

포함됐다.

시는 이와 함께 그동안 물색해온 인물동산 건립 장소로 북구 송정

역사공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토지공사가 북구 송정동 일대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면서 오는 2011년까지 조성할 2만7천여㎡의 송정역사공원 안에

이들의 흉상과 기념비를 세워 기리면서 시민들에게 울산사랑 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을 빛낸 이들 9명은 인물동산 조성 시점에 맞춰

우선적으로 선정한 인물"이라며 "앞으로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수렴해

일정 규정과 원칙에 맞는 역사적 인물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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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전국소방관서 평가 '우수'(소방)

울산소방본부가 2007년 시.도 소방관서 종합평가에서 2006년 장려

관서에 이어 우수관서로 잇따라 선정됐다.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정재웅)는 소방관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지난 3월 3일

부터 14일까지 16개 시도 소방본부(산하 소방관서 175개)를 대상으로

200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우수관서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2006년 장려관서에 이어 2007년 우수관서로

선정돼 소방방재청장 표창 및 포상금 300만원을 받게 됐다. 최우수

관서에는 광주소방본부가, 우수관서에는 울산소방본부와 함께 전남

소방본부가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소방혁신과 행정, 소방제도 및 예방, 소방대응 전략,

화재분석 관리, 119구조 구급, 과학화대응 기반, 위험물 안전관리 등

7개 분야, 68개 시책의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성과에 대해 이뤄졌다.

울산소방본부 김종식 담당은 "울산소방본부는 특히 화재분석 관리

및 119구조 구급 분야에서 16개 소방본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며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업무의 보완과 우수사례를 전파,

행정역량 강화와 참 봉사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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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6월 3일

『자원봉사 BEST ULSAN』 관계자 워크숍(행정지원국)

○ 일 시 : 2008. 6. 3(화) 14:00~17:00

○ 장 소 : 한국방송통신대 울산지역대학 대강당

○ 참석인원 : 210명(사회복지시설관계자 88, 공무원 122)

○ 행사내용 :『자원봉사 BEST ULSAN』운용매뉴얼 교육 및 토의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교통건설국)

○ 일 시 : 2008. 6. 3(화) 11:00

○ 장 소 : 3층 상황실

○ 참 석 : 27명(건설협회 및 대형건설사 18, 도시공사 1, 시 8)

○ 내 용

∙ 우리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주요시책 안내

∙ 대형 건설사와 지역 건설사간 상생협력 방안 모색 등

2008년 6월 3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제1회 추경 3천742억원 편성(행정)

울산시는 3일 제1회 추경예산(안) 3천742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1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1천259억원과 특별회계

2천483억원 등 3천742억원 규모로 올해 시의 당초예산 2조112억원

보다 18.6% 늘어난 것이며, 이로써 시의 총예산은 2조3천854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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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편성은 주로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가운데 신일반산업 단지 조성비 115억원, 길천산업단지 조성비 81억원,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비 10억원, KTX역세권 진입도로 개설비 95억원,

오토밸리로 2공구 개설비 32억원, 산업로 확장비 20억원 등이다.

또 환경 및 문화 부문에서도 완충녹지 조성비 30억원, 대왕암공원

조성비 58억원, 태화루 복원비 88억원, 옹기엑스포 테마거리 조성 및

환경개선사업 68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10% 절감시책을

통해 아낀 324억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실천했다"고 말했다. 추경예산은 이달 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울산시, 2010년까지 인력 84명 감축(행정)

울산시는 올해 정부에서 권고한 20명보다 훨씬 많은 31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일부 부서를 신설하는 등 작고 강한 고효율의 지방정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0년까지 시의 직원을 현재의 2천326명

보다 84명 감축하기로 하고 우선 올해 31명, 내년에 25명, 2010년에

28명을 각각 줄일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한시기구인 '혁신분권담당관실'을 올해 폐지해 6명을

감축하고 풋살경기장과 현충탑 관리, 20ｍ이상 도로 잡초관리 등의 시설과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며, 자연감소 인원은 보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에 정밀한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 '계약심사과'를 신설하고 계약심사 범위를 공사의 경우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심사범위를 기존 242건에서 764건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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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제통상국'을 '경제통상실'로 바꾸는 등 일부 부서의 명칭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친근감이 가도록 바꿀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청의 조직과 인원은 지난 2002년부터 정부기준보다

2국, 3과 ,119명이 적은 전국 최소 모델로 운영해 왔다"며 "그런데도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의 권고보다 더 많은

인원을 줄여 작고 강한 고효율 지방정부 시스템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울산 특수교육지원센터 개소(교육)

울산시 중구 약사동 울산혜인학교(교장 김수광)는 3일 오후 다목적

강당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특수

교육지원센터 개소식 및 개교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문을 연 '울산시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직업 및 전환교육을 지원하는 혜인특수교육지원센터와 강남․강북

특수 교육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산파 역할을 하게 된다.

울산시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맞춤형 직업교육실과 직업훈련실,

직업준비실, 사무실, 상당평가실을 갖추고 있다.

지난 3월 문을 연 울산혜인학교는 30개 일반교실과 다목적강당,

급식소 등을 갖추고 있으며 언어치료실, 감각통합실, 물리치료실, 컴퓨터실,

도예실, 제과제빵실, 세탁실, 음악실, 종합놀이실, 도서실 등의 특별실을

두루 갖추고 있다.

김수광 교장은 "울산에서 처음 공립으로 문을 연 혜인학교에는

모두 95명의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며 "이번에 개소한 울산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학생들의 직업 교육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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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4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사업 조기발주, 경기활성화 유도(행정)

울산시는 침체된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추진할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예산도 빨리 지급하기로 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올해 계획된 1억원 이상의 공사와 3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사업 등 모두 300건(사업비 2천764억5천400만원) 가운데

상반기 안에 85%(사업비 기준)를 발주하고 발주한 사업비의 55%를 같은

기간에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가운데 지난 5월말까지 조기발주 및 집행대상 사업의

69.9%(1천933억4천만원)를 발주했고 발주사업 예산의 37.6%(726억4천

400만원)을 선급금으로 이미 집행했다. 울주군 온산읍 용암폐수종말

처리장 시설공사와 관련해 올해분 공사(193억원)를 발주하고 선급금

40억원을 집행했으며, 중구 다운동 제2다운초등학교∼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도로개설 사업의 올해 공사(116억원)도 최근 발주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6월 5일

2008. 6월『울산시민 아카데미』운영(행정지원국)

○ 일 시 : 2008. 6. 5, 6. 19 14:00~16:00 (2회)

○ 장 소 : 가족문화센터 대강당(옥동소재)

○ 강의주제

∙제4강(6. 5) : 방송인 최윤희의『내 행복은 내가 만든다』

∙제5강(6.19) : 공병호 경영연구소장『경제의 흐름을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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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5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메세나운동' 홍보 홈페이지 구축(문화)

울산시는 5일 기업과 문화예술단체의 상호교류 사업인 '울산메세나

(Mecenat) 운동' 홈페이지를 구축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메세나운동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울산메세나운동, 기업과

문화예술의 만남, 메세나소식, 정보마당 등으로 구성된 홈페이지를

구축해 오는 6일부터 서비스한다.

울산메세나운동에서는 이 운동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설명, 기업과

문화예술의 만남에서는 결연방법 및 신청안내, 메세나소식에서는 공지

사항과 자유게시판, 정보 마당에서는 자료실과 문화예술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각각 싣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기업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문화예술

단체는 활발한 창작활동으로 기업의 문화적 이미지를 높여주는 메세나

운동을 추진해 지금까지 21개사와 24개 단체가 결연했으며, 90여개

단체가 결연을 희망하고 있다.

울산 '솔마루다리' 준공, 신선산∼대공원 연결(건설)

울산시 남구청은 5일 남구 선암동 두왕로 위 신선산과 울산대공원을

연결하는 산책 육교인 '솔마루 다리'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두겸 남구청장과 안성일 남구의회 의장, 롯데

건설 관계자, 주민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솔마루 다리'는 롯데건설㈜이 12억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착공,

이날 준공해 남구청에 기증했으며 길이 48.5ｍ, 폭 2ｍ, 높이 7ｍ 규모의

아치형 보도 전용교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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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마루 다리는 울산 남구의 주요 녹지축인 선암수변공원∼신선산

∼울산대공원∼남산∼태화강고수부지를 잇는 총 24㎞의 도심 순환산

책로인 '솔마루 길' 조성 공사구간 가운데 신선산과 울산대공원을

연결하는 보도 전용교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솔마루 길은 현재 선암수변공원에서 신선산을 잇는 4㎞의

1단계와 신선산에서 울산대공원까지를 잇는 10㎞의 2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다음달부터 올해 말까지 남산에서 태화강고수부지까지

연결 하는 마지막 3단계 사업이 진행된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6월 6일

현충일 추념행사(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6. 6(금) 09:50

○ 장 소 : 현 충 탑

○ 참석대상 : 기관․단체장, 전몰군경 유족, 시민 등 3,000명정도

○ 행사내용

∙ 개식, 국민의례

∙ 헌화․분향, 추념사, 헌시낭독(유족자녀), 현충의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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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6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핀란드 마티 반하넨 총리 현대중공업 방문(사회)

핀란드의 마티 반하넨(Matti Vanhanen) 총리가 6일 현대중공업

울산본사를 방문했다.

5일부터 7일까지 공식 실무 방한(訪韓) 중인 반하넨 총리는 이날

현대중공업을 찾아 조선과 엔진 생산현장을 시찰하고 회사 관계자들과

환담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의 조선 업체를 방문하고 싶다는 반하넨 총리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으며, 반하넨 총리는 현대중공업 민계식 부회장의

안내로 1시간 가량 이 회사를 둘러봤다.

반하넨 총리는 이날 킴 루오토넨(Kim Luotonen) 주한 핀란드 대사

등 정부 수행원 11명, 올레 요한슨(Ole Johansson) 바르질라(Wartsila)사

회장 등 경제인 7명과 함께 현대중공업을 방문했으며, 이호진 주 핀란드

대사 등 우리 측 외교부 담당자들도 동행했다.

반하넨 총리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과 핀란드 바르질

라사가 전기 추진 LNG선용 엔진 합작투자회사(JVC)를 설립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합작투자회사는 현대중공업과 바르질라사가 5대 5로, 총 4천

300만유로(약 680억원)를 투자했다.

올 7월부터 액체연료와 가스연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5천

700만-1만7천100kW(7천700-2만3천200마력)급 고효율 이중 연료(Dual

Fuel) 엔진을 연간 100대씩 생산하게 된다.

반하넨 총리는 현대중공업 생산현장을 둘러본 뒤 "경쟁력 있는

기업이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조선, 엔진, 기계,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중공업과 핀란드 기업 간의 교류를 늘려

양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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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6월 8일

2008년 일본지역 투자유치단 파견(경제통상실)

○ 기간․지역 : 2008. 6. 8 ~ 6. 12, 일본(도쿄)

○ 파 견 자 : 3명(외자유치담당외 2)

○ 주요내용

∙ KOTRA 주최 1대1투자 상담회 참석

∙ 부품소재 및 정밀화학업체 개별기업 투자유치 상담

○ 시장님 중앙일보 기획특집 인터뷰 (공보관실)

∙ 일 시 : 6. 9(월) 18:00

∙ 장 소 : 시장님 집무실

2008년 6월 8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민 '장미축제'보며 막바지 연휴 즐겨(사회)

울산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8일 섭씨 27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를 보인 가운데 시민들은 장미축제 마지막 날 행사가 열린 울산

대공원을 비롯해 선암수변공원, 울산체육공원 등 도심 생태공원에서

휴일을 즐겼다.

울산시와 SK에너지 공동주최의 '제3회 110만 송이 행복만발 장미

축제' 마지막 날인 이날 울산대공원 장미원에는 가족단위의 시민과 외지

관광객 4만여명이 찾아 활짝 핀 세계 각국의 장미를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축제 관람객들은 장미원에 마련된 로즈체험장에서 장미문신 새기기,

페이스페인팅, 장미그림 그리기, 행복장미 포토존, 사랑과 소망 리본

달기 등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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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오전 11시부터 장미원에서는 장미축제 특별행사로 장미

꽃보다 아름다운 장애인 두 쌍의 합동 결혼식이 열려 장미원을 찾은

많은 시민들과 하객들의 축하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날 오후 8시에는 장미원 특설무대에서는 폐막 행사로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가 지휘하는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초청

공연도 진행된다. 시민들은 이밖에 바닷가인 대왕암공원, 간절곶 해맞이

공원, 강동과 주전 몽돌해안과 가지산, 신불산 등 유명한 산에서 사흘간의

연휴 마지막 날을 보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6월 9일

2007년도 세정운영 종합평가(행정지원국)

○ 평가기간 : 2008. 6. 9～6. 13(5일간)

※ 평가 대상기간 : 2007. 1. 1～2008. 2. 29

○ 대 상 : 전 구 군

○ 평가내용

∙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정리실적

∙ 납세편의시책 등 세정업무 추진상황 등

○ 평가결과 우수기관은 인센티브 제공(시상금 5천만원), 유공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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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9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자동차기술지원단, 포레시아와 '공동연구'(산업)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자동차기술지원단이 유럽 최대의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인 포레시아와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9일 울산시와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자동차 기술지원단은

최근 포레시아 측과 올해부터 2012년까지 자동차의 소음을 개선 하는

부품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으며, 개발되는 부품은 르노자동차의

신차에 사용될 예정이다.

자동차기술지원단은 포레시아와 오는 8월께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포레시아로부터 올해 4억5천만원 등 2012년까지

수 십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다.

자동차기술지원단 최정식 단장은 "포레시아와의 신차부품 공동

개발 합의는 우리의 기술력을 해외에서 인증받은 것"이라며 "국내

부품업계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해외 기술

마케팅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는 자동차와 정밀화학 등 지역 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5년 발족했으며, 산하에

정밀화학사업단과 자동차기술지원단 및 첨단의 각종 시험평가 장비를

갖추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삼산배수장에 수변공원 조성해야"(환경)

울산시민연대는 9일 울산시 남구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청이 골프연습장 건립을 추진중인 남구 삼산동 삼산배수장에 수변

공원을 조성할 것을 남구의회에 청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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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민연대는 앞서 시민 9천248명의 서명이 담긴 '삼산배수장

수변공원 조성사업 청원서'를 남구의회에 냈다.

울산시민연대는 "남구청이 민간자본을 유치해 삼산배수장 상부에

대규모 골프 연습장을 짓겠다는 것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이라며 "구청장은 지난 2006년 구청장 선거에 앞서 공약한 것처럼

삼산배수장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구청은 모기가 많고 악취가 심한 삼산동 1018일대 4만3천550㎡의

삼산배수장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수질정화와 악취오염제거시설을 설치

토록 한 뒤 배수장 상부에 공공 골프연습장을 건립을 추진중이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6월 10일

에너지위원회 개최(경제통상실)

○ 일시․장소 : 2008. 6. 10(화) 15:00, 3층 상황실

○ 참석위원 : 14명(정무부시장, 에너지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 주요내용

∙ 2008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상황 보고

∙ 복합에너지 연구단지 조성 추진방안(대통령선거 공약사항)

간절곶 관광회센터 준공(울주군)

○ 준 공 일 : 2008. 6. 10

○ 어촌관광단지개발계획에의거기존무허가횟집(27동) 철거후회센터입주

○ 위 치 : 서생면 대송리 산 28 (간절곶 공원내)

○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1동, 연면적 1,708㎡)

○ 사 업 비 : 63억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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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10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조선사료 '울산부 선생안' 문화재자료 지정(문화)

울산시는 10일 조선시대 울산지역 사회상이 기록된 '울산부 선생안

(蔚山府 先生案)'을 시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기 위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울산부 선생안'은 조선시대 임란 이후부터 1910년

대한제국 말기까지 울산에 부임한 지방관료 명단과 재직기간 동안의

당면과제 및 해결책 등을 기록해 놓고 있어 당시의 정치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여서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7월4일까지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계획이다.

'울산부 선생안'은 북구 중산동 이채동(70)씨가 40여년 전 수집해

소장해 온 것으로 표지가 훼손돼 제목을 알 수 없으나 최근 이 책을

분석한 울산대 이종서(역사학과) 교수가 내용에 '책'을 지칭하는 '선생안

(先生案)'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는 사실에 착안해 이름을 붙였다.

이 교수는 "서문과 발문이 없고 필사한 사람과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조선중.후기인 1596년부터 1910년까지의 울산지역 사회상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며 "역대 울산 부사의 이름과 주요 치적, 향리

명단, 좌수.별감 이름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는 귀중한 사료"라고 말했다.



● ● ● 2008. 6월 주요수록 안내

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279

울산 암각화 전시관 '인기 짱'(문화)

지난달 30일 개관한 '울산 암각화 전시관'에 관람객이 줄을 잇고 있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에 암각화 박물관을 개관한

후 지난 주말까지 8일동안 전국에서 6천980여명이 찾아와 1일평균

방문객이 776명으로 나타났다.

방문객들은 반구대암각화(국보 제285호)와 천전리각석(국보 제147호)의

실물모형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데다 영상으로 세계의 암각화를 비교

하고 어린이와 학생들은 선사시대 농경생활 체험과 암각화 문양찾기

등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6명과 관광통역원

2명을 배치해 상세하고 전문적인 해설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암각화 전시관은 시가 사업비 71억5천만원을 들여 반구대암각화와

천전리각석의 중간 지점에 부지 8천900㎡,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했으며, 1층에 전시공간과 어린이공간, 수장고, 세미나실, 사무실,

2층에는 체험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공간에는 반구대암각화와 천전리각석의 1대1 실물모형을 전시

하고 영상으로 이들 암각화에 대한 각종 문양을 입체적으로 실시간

설명하며, 역시 영상을 통해 세계의 암각화와 울산의 암각화를 비교하는

공간도 마련했다.

어린이공간은 선사시대 농경, 선사마을 생활, 선사미술실 등으로

꾸며 어린이들이 선사시대 농경생활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고

체험공간에는 암각화 속에 있는 각종 문양찾기와 선사인과의 만남,

반구대 고래잡이, 선사인과의 기념촬영 등 흥미롭게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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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6월 11일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경제통상실)

○ 계약기간 : 2008. 6. 11 ~ 6. 27

○ 대상토지․입주업체 : 22필지 473,612㎡, (주)세진 등 22개사

○ 주요내용

∙ 입주기업체 공장건설 계획

∙ 대동하이렉스(주) 개발대행자 추가 약정 등

태화강 관련 심포지엄 개최(환경녹지국)

○ 일시․장소 : 2008. 6. 11(수) 14:00, 의사당 대회의실 (200여명)

○ 주요내용 :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태화강 만들기

○ 진 행 :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 태화강의 수변생활문화 찾기 (울산대 김정민 교수)

∙ 태화강 역사문화 Valley 만들기 (울산과학대 이철형 교수) 등

○ 주최․주관 : (사) 태화강보전회,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2008년 6월 1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SK에너지 고부가 '1,4 부탄디올' 공장 준공(산업)

SK에너지는 스펀덱스의 원료가 되는 '1,4 BDO (Butanediol, 부탄디올)'

공장을 준공해 정밀화학 분야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공장은 SK에너지가 모두 1천300여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1월

착공, 1년 5개월만에 준공했으며 국내 최대인 연간 4만t 규모의 1,4

BDO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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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BDO'는 아세틸렌을 주원료로 만들어지며 스포츠 및 등산용품

등 기능성 의류에 사용되는 스펀덱스와 합성피혁,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폴리우레탄 등의 원료가 되는 고부가 제품이다.

이 공장의 준공으로 SK에너지는 매년 800억원 규모의 1,4 BDO를

생산해 이 가운데 48% 가량을 중국 등 해외에 수출할 계획이어서 수출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들어 세계적으로 스펀덱스의 수요가 활황세여서 1,4

BDO의 수요도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이 공장은 세계적인 정유․석유화학 프로젝트 붐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을 딛고 준공했다"며 "이미 시운전과 상업 생산을 성공적

으로 마친 상태이며 이 공장의 준공이 SK에너지의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입증시킨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에너지는 12일 오전 울산콤플렉스 1,4 BDO 공장 앞에서

신헌철 부회장과 유정준 R&C(해외사업 및 화학사업)사장, 주봉현

울산광역시 정무부시장, 김두겸 남구청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4 BDO 공장 준공식을 갖는다.

울산시, 화물연대 파업대비 비상대책본부 설치(건설)

울산시는 오는 13일 전국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건설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본부내 화물수송 주선 신고센터와 화물 운송방해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각각 마련해 파업 기간 화물차량이 필요한 중소제조 기업을

위해 차량을 지원하고 화물운송 방해행위를 신고받기로 했다.

이와함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량의 경우 울산지방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해 운행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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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아울러 파업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자가용 화물차량에 대해

유상 운송을 허가해 주면서 운송 거부 운전자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등 화물연대 파업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파업사태가 심각한 수준 이라고 판단되면 운송 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 불이익도 주고 업무개시 명령도 발동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 지역

화물자동차는 일반 6천900여대, 용달 1천180여대 등 모두 9천여대가

등록돼 운행중이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6월 12일

기업사랑․지역사랑운동 선포 3주년 기념행사 개최(경제통상실)

○ 일시․장소 : 2008. 6. 12(목) 10:00~12:30, 울산롯데호텔

○ 참 석 : 400여명(주요기관․단체장, 기업인, 근로자, 시민 등)

○ 주요내용

∙ 기업사랑․지역사랑운동 선포 3주년 기념식, 유공자 표창

∙ 지식경제부장관 특강(새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방향) 등

2008년 제3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교통건설국)

○ 일 시 : 2008. 6. 12(목) 14:00

○ 장 소 : 4층 재난종합상황실

○ 참 석 : 심의위원 8명(소위원회)

○ 심의안건 : 2건

∙ 구수IC ~ 역세권(L=1.196km, B=30~40m)개설공사

∙ 구․국도 24호선연결(L=1.05km, B=8~36m)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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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12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안효대 의원 선거법위반 무혐의 처리(정치)

울산지검 공안부는 4.9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안효대 국회의원을 무혐의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안 의원이 보도자료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총선을 3일 앞둔 지난 4월 6일 유세일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면서 '2위와 28.7% 격차,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당선될 듯'이라는

문구를 삽입했다가 상대후보인 진보신당 노옥희 후보측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에는 누구든 선거일 6일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

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울산 북구 총선 후보 토론회에서 "정부로부터 '울산∼

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윤두환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춘해대학 '춘해보건대학'으로 교명 변경(교육)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춘해대학(학장 김희진)은 보건의료계열

특성화를 위해 '춘해보건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춘해대학은 앞서 지난 10일자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명변경

인가를 받았다.

춘해대학은 1968년 춘해간호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1979년 춘해

간호전문대학으로 개편하였으며, 1998년 부산에서 울산 울주군으로

캠퍼스를 이전하면서 춘해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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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6월 13일

2008 태화강 물축제 개최(문화체육국)

○ 기간․장소 : 2008. 6. 13 ~ 6. 15, 태화강 일원

○ 주요행사 일정

∙ 제2회 태화강배 전국용선대회 : 6. 14 ~ 6. 15, 태화교~울산교

∙ 제4회 시장배 전국청소년 3:3농구대회 : 6. 14 09:00, 중구 둔치

∙ 제2회 태화강 전국마라톤대회 : 6. 14 16:00, 삼호교~명촌교(왕복)

∙ 제4회 태화강 전국수영대회 : 6. 15 10:00, 용금소~남산사 앞

∙ 태화강사랑 시민걷기대회 : 6. 15 15:00, 울산교~십리대밭(왕복)

2008년 6월 13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강길부 의원 한나라당 재입당(정치)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강길부(울주군)

의원이 한나라당에 재입당 했다.

한나라당 울산시당은 13일 강 의원이 재입당원서를 제출해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중앙당의 전․현직 한나라당 소속 의원 복당

방침에 따라 입당을 허가했으며, 당규에 따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20일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된 강 의원이 탈당 70여일만에

사실상 재입당 했으며, 울산지역 6개 국회의원 선거구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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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6월 14일

제63회 구강 보건의 날 행사 개최(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6. 14(토) 14:00 ~ 18:00

○ 장 소 : 울산대공원 남문광장

○ 참석인원 : 420명(구강보건분야 관련자 등)

○ 행사내용

∙ 1부 : 구강위생 체험, 연극 및 난타공연 및 기념식

∙ 2부 : 구강검진 운영, 퓨전째즈 및 연극공연(치아건강 동화극)

○ 주 최 : 울산광역시

○ 주 관 : 울산광역시 치과의사회, 치위생사회, 치기공사회

○ 후 원 : 울산과학대학, 춘해대학

2008년 6월 15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태화강 물축제 폐막, 10만명에 '추억' 남겨(문화)

울산시의 '2008 태화강 물축제'가 연인원 10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도심하천이면서 연어가 돌아

오는 태화강에서 개최한 물축제가 이날 전국수영대회와 울산사랑

시민 걷기대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울산시는 이번 축제 참여인원을 개막식과 인기가수 축하공연에

3만여명, 수영대회와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참가자

2만여명, 이벤트와 부대행사 관람객 5만여명 등 모두 10만여명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날 태화교 위 용금소∼남산사까지 2㎞ 구간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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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영대회에는 2천여명이 참가해 1급수의 맑은 물에서 핀 수영을

즐겼으며, 강변을 따라 시민걷기대회와 어린이 태화강 사랑 그림대회,

전국 선조종 모형자동차 경주대회 등이 펼쳐졌다. 또 태화교 아래

먹거리장터와 울산홍보관, 물 전시홍보관 등에도 축제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14일에는 태화교∼울산교에서 전국의 선수와 시민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전국용선대회가 열렸고 태화호텔 앞∼울산교∼

명촌교∼십리대숲∼삼호교∼출발점으로 돌아오는 하프마라톤대회와

시장배 전국청소년 3대3 농구대회, 학성배수장 앞 나룻배로 강 건너기

체험행사 등이 잇따라 시민들에게 좋은 추억을 제공했다.

박맹우 시장은 "생태환경 도시의 상징인 태화강에서 물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기쁘다"며 "특히 강물이 1급수를 유지한 가운데

시민들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이번 축제를 계기로 태화강이

세계적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6월 16일

2008 울산시 유럽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모집(경제통상국)

○ 모집기간 : 2008. 6. 16 ~ 7. 7(21일간)

※ 파견기간 : 2008. 9. 17 ~ 9. 26

○ 대상업체 : 10개사 정도(자동차부품, 석유화학, 철강 등 종합품목)

○ 파견국가 : 암스테르담(네덜란드), 빈(오스트리아), 바르샤바(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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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16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AI 이상무',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 해제(경제)

울산시 울주군은 지난 4월 27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이후 5월1일부터 조치가 이뤄진 관내 이동제한 조치가 47일만인

16일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울주군 김치진 국장은 "오늘부로 AI 발생 농가 주변 10㎞ 이내

가금류와 그 생산물에 대해 취해진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에 의뢰한 울주군의 오리

사육농가 5곳와 남구 2곳, 중구 1곳 등 모두 8곳의 가금류에 대한

검사 결과, AI와 관련해 이상없음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울주군은

설명했다.

울주군은 그러나 부산시 기장군과 경남도 양산시 지역이 아직 AI

경계지역이 발효되고 있어 이 지역의 20㎞ 반경안에 속해 있는 울주군

서생면과 온양읍 일부 가금류 농가에 대해서는 아직 이동제한 조치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지역에는 모두 18개 농가가 있으며, 닭 1만4천여마리, 오리

270여마리를 키우고 있다. 울주군은 관내 AI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풀렸기 때문에 웅촌면 등 5곳에 세워진 방역초소도 이날 중

철수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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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6월 17일

적십자 봉사회 울산지사『봉사원 한마음 전진대회』(행정지원국)

○ 일 시 : 2008. 6. 17(화) 10:00~16:00

○ 장 소 : 가족문화센터 실내체육관

○ 참석인원 : 800명 정도

○ 주요내용 : 대회식, 체육대회, 어울림 한마당 등

○ 주 관 :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울산광역시지사협의회

2008년 6월 17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남부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최우수상(복지)

울산남부도서관(관장 고경희)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전국의

공공, 대학, 특수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회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남부도서관은 지난 4월부터 남구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장애

아동 1일 도서관 체험학습', '구족화가 체험행사', '장애어린이와 자원

봉사자 1:1 책읽어주기', '장애인.어르신을 위한 웹사이트 안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이번 공모에서 호평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경희 관장은 "남구청의 예산 지원으로 도서관에 나눔자료실을

개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이번에 상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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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6월 18일

2008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문화체육국)

○ 기간․장소 : 2008. 6. 18 ~ 6. 24, 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

○ 공모대상 : 민․공예품, 주요쇼핑품목, 지역특화 관광기념품 등

○ 추진일정 : 접수(6.18~6.19), 심사(6.20), 전시(6.20~6.24), 시상식(6.24)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 설명회 및 시승행사(교통건설국)

○ 일 시 : 2008. 6. 18(수) 14:00 ~ 16:00

○ 장 소 : 의사당 3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60명(시 6, 의회 8, 언론사 10, 유관단체 등 36)

○ 주요내용 : 저상버스 표준모델 소개, 시승운행, 시승평가 등

※ 시승코스 : 시청 ~ 롯데마트 ~ 현대백화점 ~ 울산역 ~ 시청(약 8.3㎞)

우수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교통건설국)

○ 기 간 : 2008. 6. 18 ~ 7. 10(23일간)

○ 대 상 : 41개소(배수장 15, 배수문 26)

○ 점 검 반 : 시 상설안전점검반

○ 점검내용

∙ 배수펌프 및 수문 정상 작동여부

∙ 누전차단기, 송배전반 등 전기시설 정상 작동유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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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18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외고 부지 産團 예정지서 제외(교육)

울산시는 18일 시교육청의 외국어고등학교 건립 예정부지와 시의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겹처 논란을 빚고 있는데 대해 외고 부지를

산업단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북구 중산동 일대 48만㎡를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시교육청이 최근 산업

단지 예정부지에 걸쳐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부지를 제척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외고가 산업단지와 근접하면서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해 학교시설과 산업단지 사이에 일정한 완충지역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부지가 최종 결정된 울산외고는 북구 중산동에

건립돼 오는 2010년 개교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이효재 도시국장은 "시 교육청에서 시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모르고 외고 부지를 결정했으나 학교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시의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6만㎡정도 줄어들지만

지역 미래를 위한 인재육성을 우선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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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6월 19일

2008년 울산광역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경제통상실)

○ 일시․장소 : 2008. 6. 19(목) 10:00~18:30, 상공회의소 대강당

○ 참가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 기업체 품질분임조

※ 분임조 현황 : 165개업체 6,635개분임조, 67,080명 구성

○ 참가분야 : 분임조 개선사례 5개부문(참가 20개사 40팀)

○ 주요내용

∙ 개회식 : 6.19 10:00, 500여명(한국표준협회장, 기업체 임․직원 등)

- 유공자 표창 : 6명(지식경제부장관 2명, 울산광역시장 4명)

∙ 참가분임조 개선사례 발표대회 : 6.19. 10:30, 5개부문 20개사 40팀

∙ 시상식 : 6.19 17:30, 40명(최우수 1, 우수 8, 장려 31)

2008년 6월 19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과기대, 첫 교수진 24명 임명승인(교육)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UNIST(울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조무제)는 19일 제4차 이사회를 열고 특별채용 및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한 최고수준의 첫 교수진 24명에 대해 최종 임명승인을 했다.

UNIST에 따르면 교수진 가운데 특별채용으로 초빙된 정무영(현

POSTECH,산업공학), 양덕주(현 미국 UT-Dallas 부학장,화학), 임진혁

(현 미국 Sacred Heart대,경영학) 교수는 해당 대학에서 종신교수

자격(Tenure)을 받은 석학으로, UNIST에서는 각각 교무처장과 기획

연구처장, 학술정보처장 보직을 맡아 개교 준비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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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머지 21명의 공채 신임교수는 모두 30대 중.후반에 MIT,

스탠퍼드, 시카고 등 해외 유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후

과정연구원(Post-doc)으로 연구 경험을 쌓았고 인텔과 삼성, LG 등

산업체 연구기관에서도 연구를 수행해온 젊고 유능한 과학자로서

대학의 핵심 연구와 교육을 맡아나갈 예정이다.

UNIST는 이들 교수에 대한 이사회의 최종 임명승인이 남에 따라

오는 7월1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6월 20일

에코폴리스 범시민운동 주관단체 간담회 개최(환경녹지국)

○ 일시․장소 : 2008. 6. 20(금) 11:00, 정무부시장실

○ 참 석 : 14명 (C․ G - 10 주관단체 대표)

○ 주요내용

∙ 2008년 상반기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 주관단체별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및 발전방안 토의 등

울산여성포럼 공개포럼 개최(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2008. 6. 20(금) 15:00, 3층 대회의실

○ 참여인원 : 여성포럼 회원 및 일반시민 등 200여명

○ 행사내용

∙ 주제발표 1 : 한국청소년 정책 변화와 주요 과제

- 발표자 : 한국청소년상담원 통합정책실장 이창호

∙ 주제발표 2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 발표자 : 이미현(옥현중학교 3학년)

○ 주 관 : 울산여성포럼(대표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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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0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정정길 대통령 실장 내정자 "수차례 고사했는데.."(정치)

대통령 실장 내정자로 알려진 정정길 울산대 총장은 20일 연합뉴스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18일부터 수차례 (청와대로) 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고사했다"며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울산대학교의 발전전략이 완성 돼가는 상황에서 대학을

떠난다는 것이 무척 고민스럽다"며 "아직 내정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밝혔다.

그는 "대학 총장이 대통령 실장보다는 편한 자리"라며 "그러나

정부가 워낙 필요하다고 제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외면하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총장은 "역대 정부에서 3∼4차례 입각을

제의받기도 했지만 그 때마다 학자의 길을 걷고자 고사했다"며 "지금도

마찬가지 심정"이라고 피력했다.

정 총장은 그러나 이날 낮 대학처장 등 일부 관계자들과 짧은

간담회를 갖고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온 산업체 장기 인턴십 교육 등

대학특성화 프로그램과 학부 세계일류화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달라"고

당부해 심정을 어느 정도 굳힌 것으로 보인다.

활달하고 친화력이 높아 늘 주변을 유쾌하게 만들어 울산지역

사회에서도 인기가 높은 정 총장은 특히 울산대학교 재단이사장인

정몽준 의원의 깊은 신뢰를 받아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제5,6대 울산대

총장을 연임하고 있다.

정 총장은 특히 '대통령의 경제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저술할 정도로

대통령학에 대해서도 높은 식견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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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기업 화물연대 파업 피해 1조원 추산"(경제)

한국무역협회 울산지부는 20일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울산에서는

최소 10억달러(1조원) 이상의 수출입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 울산지부에 따르면 지난 13∼19일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지역기업체와 울산.온산항의 물류가 마비돼 기업체에서 신고한 피해액은

66개사에서 수출차질 8천805만달러, 수입차질 3천344만달러 등 모두

1억2천149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협회는 그러나 이 같은 신고액은 일부일 뿐이고 미신고업체나

수출입 집계가 잘 되지 않는 업체 등을 포함하면 이번 사태로 인한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차질액은 72억6천만 달러, 이 가운데 울산지역

피해액은 1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피해유형은 운송차질로 원자재 수급이나 제품 출하가 차질을 빚은

것 외에도 해외 거래선이 이탈될 조짐을 보이거나 해외 원․부자재

공급 차질, 현지 바이어 클레임 등 2차적인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 울산지부는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자금지원과 한시적인 세제지원, 밀린

수출입 화물의 통관을 위한 세관의 비상체제 가동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무역협회 울산지부 이준봉 과장은 "기업체가 신고한 피해액은

최소 금액이며, 피해를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억달러를 넘을 것"이라며

"무역협회에서 기업의 수출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석유화학공단과 울산․온산국가산업단지내 기업체들의

화물 수송은 이날 완전히 정상화 됐으며, 울산항과 온산항은 밀렸던

컨테니어 화물을 처리하느라 수송률이 평소보다 50∼100%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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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제때 내세요"(행정)

"질서위반 행위로 인한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최고 77%의 가산금을 냅니다."

울산시는 21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른 과태료 납부

기간 준수를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주정차와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질서위반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 법에 의한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다음달에 가산금 5%, 그 후에는

60개월간 계속 가산돼 최고 77%까지 늘어난다.

또 과태료 체납이 1년이 지나고 체납횟수 3회이상, 체납금액 500

만원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가 취소되며, 일정기준 이상의

체납자는 관련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돼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6월 22일

호국 한마음 건강 걷기대회 개최(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6. 22(일) 09:00 ~ 12:20(우천불구)

○ 장 소 : 울산대공원 동문(울산여상 앞)

○ 코 스 : 대공원 동문 무대(출발) → 느티나무 산책로 → 정문

(반환점) → 잉어연못 → 동문 무대(왕복 3.5㎞)

○ 대 상 : 1,500명 정도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 울산보훈지청․울산워킹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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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2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민아카데미 강좌 대만족입니다"(행정)

울산시가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시민아카데미에 대해 수강생

들이 크게 만족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가족문화센터에서 개설한 시민아카데미

참가자 33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10점 만점에 9.37

점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강의내용과 유명 강사진에 대해 매우 만족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강의 분야는 경제와, 건강, 여성, 교양 등의

순을 보였다. 울산시는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과 지식교양을 함양시키기

위해 각계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하는 무료 시민아카데미를

개설해 홍혜걸씨의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건강이야기', 공병호씨의

'경제의 흐름을 읽는 법' 등 모두 5강좌를 실시했다.

시는 하반기(9∼12월)에도 8명의 최고 전문가와 강사진을 초청해

강의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강좌 수를 늘릴 방침이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6월 23일

관외거주 체납자 현장방문 징수독려(행정지원국)

○ 기 간 : 2008. 6. 23 ~ 6. 26(4일간)

○ 독 려 반 : 9개조 18명(2인1조, 시 4, 구·군 14)

○ 체 납 자 : 4개시 도 207명 1,803백만원(전북, 충북 등)

○ 활동사항

∙ 관외거주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 및 생활실태 조사

∙ 징수전망 분석 및 향후 징수방법(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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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3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폐기물소각장 폐에너지 자원화시설 준공(환경)

울산시가 폐기물소각장 폐열로 스팀을 생산해 기업체에 공급하는

시설을 준공했다.

울산시는 23일 생활폐기물 처리장인 남구 성암소각장에 폐열을

이용해 스팀을 생산하는 시설을 준공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이 시설은 1일 350여t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해 시간당 45t의 스팀을 생산해 일부는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시간당 13t 정도를 인근 ㈜효성용연 공장에 올해말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또 시설을 확대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는 효성 등에 시간당 34t의

스팀을 공급해 연간 47억원, 2011년부터는 시간당 60t씩 공급해 연간

80억원의 수익을 올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효성은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1일 5만4천600여ℓ의 벙커

C유를 스팀으로 대체해 연간 30억원 이상을 절감하고 아황산가스(CO₂)

감축에 따른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며, 대기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암소각장의 스팀 생산시설은 자치단체와 기업체가 손잡고 폐에너지

재활용, 기업체의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대기질 개선 및 지구

온난화 방지 등에 기여하는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울산에코(Eco)사업단의 제안으로 추진돼

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나 폐기물, 폐에너지를 다른 기업의 원료

및 에너지로 재자원화 하는데 결실을 보게된 것"이라며 "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특성에 맞아 고유가를 극복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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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6월 24일

2008년도 청렴 ․ 투명행정 추진기획단 회의(감사관실)

○ 일 시 : 2008. 6. 24(화) 09:30(조례규칙 심의 후)

○ 장 소 : 행정부시장실

○ 참석대상 : 12명(실․국장, 소방․상수도․종합건설본부장)

○ 주요내용 : 2008년도 청렴․투명행정 실천계획안 검토

「제9회 울산광역시 119소방동요대회」개최(소방본부)

○ 일시․장소 : 2008. 6. 24 (화) 14:00․KBS 울산방송국 공개홀

○ 참 가 팀 : 22개팀(유치부15, 초등부7)/ ‘07년 - 15개팀(유치부 8, 초등부 7)

∙ 대상 수상팀(유치부1, 초등부1) - 전국대회 참가기회 부여

○ 행사규모 : 학부모, 학생 등 2,000여명 참석

○ 주최․후원 : 울산광역시, ubc 울산방송․교육청, SK에너지(주)

2008년 6월 24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언양․봉계불고기 캐릭터 특허출원(행정)

울산시 울주군은 24일 대전의 특허법인 업체를 통해 언양․봉계

한우불고기특구를 상징하는 '한우 암수' 캐릭터 디자인의 특허를 출원

했다고 밝혔다.

언양.봉계 한우불고기 캐릭터 디자인은 한우 수컷과 암컷 한 쌍으로

디자인돼 있으며, 수컷은 주황색 , 암컷은 노란색으로 각각 의인화돼 있다.

이 캐릭터는 제2008-25566호라는 특허출원 번호만 있을 뿐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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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앞으로 군의 마스코트 캐릭터인 '해뜨미'처럼 친근한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다.

울주군은 "특허등록은 오는 10월 최종 완료되며 이번 특허출원의

목적은 언양.봉계 한우불고기특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의회 첫 여성의장 탄생, 윤명희씨 당선(정치)

울산시의회 사상 첫 여성의장이 탄생했다. 울산시의회는 24일

제11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의정 2년을 이끌 새 의장으로

윤명희(60.여.한나라당) 현 부의장을 선출했다.

윤 당선자는 재적의원 19명이 모두 참여한 투표에서 16표를 얻었다.

또 부의장으로 한나라당 박부환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재현 의원을

각각 선출했고 상임위원장으로는 운영위원장에 홍종필, 내무위원장

박순환, 교육사회위원장 이죽련, 산업건설위원장 박천동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한나라당 울산시당은 이날 같은 당 소속의 김재열 부의장과 송시상

의원 등 3명이 의장후보로 나서 분열은 물론 민노당 소속 시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당락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자 당 소속 시의원 15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율을 통해 윤 부의장으로 후보를 사실상 단일화 한 뒤

투표에 임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자는 "여성의 섬세함으로 시정의 세밀한 사안까지 살피고

의원들이 한 자리에 앉아 의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고려대학교(간호대학)를 졸업하고 제3, 4대 울산광역

시의원에 잇따라 당선됐으며, 현재 시의회 부의장과 한나라당 상임전

국위원, 울산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위원, 울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상임위원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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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6월 25일

2008. 상반기 명예시민증 수여(행정지원국)

○ 일시 장소 : 2008. 6. 25(수) 17:30, 시장실

○ 수여대상자 : 2명(부산지방법원장 이기중, 대전지방법원장 김경종)

○ 주요내용 : 명예시민증 및 기념메달 수여, 기념촬영, 환담 등

2008년 울산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6. 25 ～ 6. 27(3일간)

※ 개회식 6. 25(수) 16:00, 폐회식 6. 27(금) 10:00

○ 장 소 : 울산공업고등학교외 2개소

○ 참가인원 : 294명

○ 내 용

∙ 우수 기능장애인 발굴을 위한 전자기기 등 21개 직종 기능경기

∙ 입상자에 대한 금․은․동상 메달 및 상금 수여

○ 주 관 :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울산지부(지부장 이동석)

2008년 6월 25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행정기구․조직명칭 대폭변경(행정)

울산시의 행정기구와 조직명칭이 7월1일부터 대폭 변경된다. 25일

시에 따르면 경제통상국의 경우 업무량 증가와 시의 경제규모, 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국장의 직급을 현재 3급에서 2급 (또는 3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명칭을 '경제통상실'로 변경하며, 자치행정국은 시정 전반의

사무를 총괄 지원하는 기능을 고려해 명칭을 '행정지원국'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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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단위의 법무담당관은 통계담당을 흡수해 '법무통계담당관',

교통기획과는 교통부문 정책 입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교통정책과',

지적과는 토지정보 업무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게 '토지정보과',

국립대설립추진기획단은 혁신도시 건설 지원업무를 통합해 '국립대

혁신도시지원단'으로 각각 변경하고 혁신분권담당관실은 폐지된다.

이와 함께 계약 심사과를 신설해 심사총괄, 공사심사, 용역심사 등

3개 담당을 둘 예정이다. 담당(계) 단위는 과의 명칭과 조화를 이루면서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과의 국제협력을 '국제교류',

통상진흥을 '국제통상', 총무과의 고시훈련을 '인력개발',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를 '주민생활', 회계과의 용도를 '계약담당' 등으로 각각 변경한다.

시는 이를 위해 이미 제정한 '정원규칙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오는 30일 공포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울주 옹기축제, 축제박람회서 3연속 수상(문화)

울산시 울주군의 외고산옹기축제가 제3회 대한민국축제박람회에서

우수 축제로 선정,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외고산옹기축제는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이어 3회 연속

으로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울주군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축제박람회에서 울주외고산옹기축제 홍보관을

운영,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체험축제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지난 2006년과 2007년 1,2회 최우수상 수상에 이은 이번

수상으로 현재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머물러 있는 울주군 외고산

옹기축제가 본축제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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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이번 박람회 기간 외고산옹기축제의 차별성 홍보를 위해

홍보관을 설치, 직원과 안내도우미 등 10여명을 상주시키고 옹기제작

과정 등 축제 관련 시연행사를 비롯, 전통물레 체험행사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실시했다.

울주군의 홍보관에는 5일 동안, 총 32만명이 찾는 등 축제 관련

문의와 옹기제작 체험행사를 하려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울주군 문화관광과 김방우 관광진흥팀장은 "5일간 외고산옹기축제

홍보관에는 지난해 20여만명이 찾은 것보다 10만여명이 늘어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며 "대한민국축제박람회에 연속으로 3회 수상의 영광을

누렸고 이를 계기로 문화관광부의 본축제에 선정될 경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돼 전국의 대표적인 옹기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6월 26일

2008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6. 26(목) ~ 6. 27(금) 1박2일

○ 장 소 : 한화콘도(경주시 소재)

○ 인 원 : 80명(시6, 중구15, 남구15, 동구12, 북구12, 울주군20)

○ 교육내용

∙ 시․구․군별 사회복지 특수시책 소개

∙ 사회복지정책과 비전(특강)

∙ 창조성 개발과 문제해결(체험학습)

∙ 경제재테크(특강)

∙ 자유토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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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6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주배․북구 농소화훼 수출단지 '우수' 선정(경제)

울산시 울주군의 배 수출단지와 북구의 농소화훼수출단지가 농수산물

유통공사(aT)가 선정한 우수단지로 선정됐다.

26일 농산물유통공사 부산울산지사에 따르면 농산물유통공사가

지난 3월 전국 183개 원예전문생산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원예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 평가에서 울산지역에서는 울주군의 배수출

단지와 북구의 농소화훼수출단지 등 2곳을 우수단지로 선정했다.

이번 우수단지로 선정된 2곳은 수출실적, 조직운영 및 품질인증

현황, 수출금액, 전년대비 수출신장률, 생산량 대비 수출물량 등이

우수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수출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산물유통공사는 "이들 단지는 단지 규모나

집단화 정도, 계약 재배 비중, 자조금 조성 및 운영, 친환경 인증획득

등 품질인증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6월 27일

주력산업의날(제2회 울산 조선해양의날) 기념행사 개최(경제통상실)

○ 추진기간 : 2008. 6. 27(금) ~ 6. 28(토)

○ 주요행사

∙ 기 념 식 : 6. 27(금) 11:00, 롯데호텔, 300여명 참석

∙ 조선해양산업 발전방안 세미나 : 6. 27(금) 14:00, 울산대 국제회의실

∙ 기념 축구대회 : 6.27~6.28, 문수국제양궁장

∙ 시민 기업체 견학 : 6. 27(금) 10:00~13:00, 현대중공업, 200여명 참석

∙ 사생대회 : 6. 28(토) 10:00~14:00, 고래박물관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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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7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생태계 복원위해 태화강 발원지 보전 필요"(환경)

"울산의 도시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태화강 발원지 보전이 필요

합니다." (사)자연보호연맹 울산시협의회가 27일 울산시의회 대회의실

에서 개최한 '자연보호운동의 지속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서울대

환경생태연구센터 임봉구 책임연구원은 울산의 도시생태계 복원 방안의

하나로 "태화강 발원지를 규명해 보전하고 인근 자원과 연계해 관광

루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화강 발원지는 크게 울주군 상북면 가지산 쌀바위와 두서면

대운산 탑골샘으로 나눠져 있으며, 울산시는 유역길이 47.54㎞의 탑골샘을

최장거리 발원지로, 유역길이 45.43㎞의 쌀바위를 상징적 발원지로

각각 확정해 이원체제로 관리하고 있다.

임 연구원은 또 울주군 간절곶에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해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면서 일출관광지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태화강 인근에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토론의 장이 될 환경개방대학을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이밖에 생태공원 및 생태하천 조성, 무제치늪 보전, 완충녹지

조성, 옥상습지 조성, 중앙분리대 조성, 태양열 활용, 바이오에너지

활용, 벽면녹화, CO₂저감사업, 빗물활용방안, 물환경관 건립, 기업체

담 허물기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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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8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파업 찬반투표 가결(경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윤해모)가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실시한 중앙교섭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현대차지부는 28일 전체 조합원 4만4천757명을 상대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4만1천373명(투표율

92.43%) 중 3만24명이 찬성해 재적 대비 67.08%, 투표자 대비 72.56%로

가결시켰다.

금속노조는 올해 현대차를 비롯해 완성차 4사와의 산별 중앙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파업에 들어가기로 하고 산하 200여개 지부

사업장이 24일부터 27일까지 일제히 파업 찬반투표를 벌였으며, 현대

차지부는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투표했다.

현대차지부는 이번 투표가 중앙교섭과 더불어 올해 현대차 노사간의

임금협상도 함께 연계돼있어 많은 조합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전날 같은 완성차 사업장인 기아차와 쌍용차 지부도

각각 64%와 6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29일부터 올해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안

협상을 위해 6차례의 대각선교섭을 실시했지만 회사측이 "중앙교섭안은

단위사업장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며 계속 거부하면서 열리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지부 노사간의 자체적인 임금협상도 안되고 있다.

노사는 그러나 오는 30일 지부교섭을 위한 실무협상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화의 물꼬를

열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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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정치)

제4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여성의장의 첫 선출과 민주

노동당 의원의 의장단 첫 진입으로 완료됐다.

28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통해

의장에 한나라당 윤명희(60.여)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울산시의회 역사상

첫 여성의장이 탄생했다.

부의장에는 한나라당 박부환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재현 의원을

각각 선출해 시의회 전체 19석(한나라 15, 민노당 4석) 가운데 소수당인

민노당 의원들이 그동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 한번도 참여하지

못하다 의장단에 처음으로 선출됐다.

상임위원장에는 운영위원장에 홍종필, 내무위원장에 박순환, 교육

사회위원장에 이죽련, 산업건설위원장에 박천동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의원들을 배정했다.

상임위별 의원 배정은 내무위원회에 이현숙.김철욱.송시상.김춘생.

홍종필의원, 교육사회위원회에 이은주.박부환.김재열.윤종오.이방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 송미경.이재현.김기환.서동욱.천명수 의원 등이다.

또 각 상임위에서 참여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김춘생.박부환.이재현.

이은주.이현숙.송미경의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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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9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남구 전지역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교통)

울산시 남구청은 다음달 1일부터 관내 전 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공간을 확보한

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월 1만원을 받고 이용토록 하는 제

도로 남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남구 14개 동 가운데 장생포동과 자연부락,

공단, 상가밀집지역, 재개발 지역, 삼산동 일부 등 주차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시행하며 모두 1만13면이 운영된다.

주차구획 배정은 1가구 1차량을 원칙으로 하며 자동차 세금 및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자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차량,

영업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구청은 전면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담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배정받지 않은 곳의

부정주차 차량은 견인조치를 하고 견인을 할 수 없는 차량은 3만원의

주차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두겸 남구청장은 "차량 증가로 도심 전체 주택가 골목길이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매일 주민들간 분쟁이 발생해왔다"며 "구청이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민들의 노력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정착된다면

이런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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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6월 30일

울산시정포럼 개최(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6. 30(월) 16:20, 울산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2층)

○ 참석대상 : 60여명 (시장님,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민간단체 회원 등)

○ 주요내용 : 초청특강 및 토론

∙「신정부의과학기술진흥과대학정책방향」(박종구교육과학기술부차관)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지역혁신협의회

2008년 6월 30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민선4기 전반기 선진도시 역량 구축"(행정)

울산시는 민선4기 전반기(2년)에 '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이라는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선진도시의 역량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평가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 기간 산업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업으로 1천900만㎡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1만7천여명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1인당 GRDP 4만달러와

지역수출액 640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글로벌 산업도시의 위상을 강화했다.

오토밸리, 정밀화학혁신단지, 친환경기술센터, 신화학실용화센터

건립 등을 추진해 기술혁신 거점은 물론 지역산업의 고도화 기반을

마련했고 정부의 기업관련 규제개혁을 주도해 기업의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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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산업역량의 확충과 함께 '기업사랑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하고 지난 2007년부터는 조선, 자동차, 화학 등 3대 '주력산업의 날'을

운영해 기업하기 좋은 문화를 조성하면서 노사관계의 선진화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환경분야에서는 에코폴리스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생태환경도시 이미지를 도시의 브랜드로 정착시켰다.

전국최고 수준의 대기와 수질을 회복하고 덩굴식물 100만그루

식재운동을 통해 도심녹지를 구축했으며, 태화강 마스트플랜을 추진해

세계적인 생태하천으로 변모시키는 것은 물론 수상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태화강물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문화예술 저변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

고래박물관과 암각화전시관 등을 건립하고 박상진 의사 생가복원 등

정신문화유산 발굴도 추진했으며, 2007년부터는 '기업 메세나 운동'을

전개해 기업과 문화예술단체가 결연하는 새로운 문화육성 모델을

만들었다.

또 사회복지 예산 확충을 통해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기능형 교통체계를 운영해 도심 통행속도를 향상시켰으며 울산과학

기술대학 건립과 KTX 역세권 신도시 조성, 혁신도시 건설, 강동권

종합관광단지 개발 등 대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가고 있다.

시는 민선4기 후반기에도 산업단지 2천만㎡ 조성과 전략산업의

구조 고도화, 친기업문화 정착 등을 통해 글로벌 산업도시를 더욱

확고하게 하고 에코폴리스 사업을 계속 추진해 국제환경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계획이다.





주요수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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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7월 1일

제7회 시민대상 후보자 접수(행정지원국)

○ 접수기간 : 2008. 7. 1 ~ 7. 31 (1개월간)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시상인원 : 3명(대상1, 본상2)

※ 현재까지 시상인원 : 11명(대상 1, 본상 10)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시행(남구)

○ 시 행 일 : 2008. 7. 1

○ 대상지역 : 14개동 전지역, 10,013면 (신청률 88.8%)

○ 운영단위․시간 : 6개월 단위, 매일 18:00～24:00

○ 향후 추진계획

∙ 조기정착을 위한 부정주차 단속 및 홍보 : 7. 1 ～ 8. 30

- 단속근무조 편성 : 1일 124명 (전직원·자생단체원 등)

∙ 미배정자 주차공간 확보 : 학교, 교회 등 주차장 개방(53개소

1,400면), 공한지(500면)

2008년 7월 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북구의회 윤임지 의장 선출(정치)

울산시 북구의회는 제105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현 부의장인

한나라당 소속의 윤임지 의장을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북구의회는

또 부의장에는 같은 당의 문석주 의원을 뽑았다.

북구의회는 전체 7명의 의원 중 한나라당 4명, 진보신당 2명, 민주

노동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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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2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양성평등 시책 '최우수기관' 선정(복지)

울산시는 여성주간을 기념하는 정부의 기관평가에서 '여성지위 향상

및 양성평등 촉진'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 최우수기관에 선정

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여성희망일터 지원단 구성, 여성취업 및 창업박람회,

여성취업 포털사이트 구축, 가족문화센터 운영, 여성친화적 혁신도시

추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해 전국여성대회에서도 같은 공로가 인정돼 '우수자치

단체장상'을 수상했다.

한편 시는 제13회 여성주간(1일∼7일)을 맞아 오는 7일 KBS울산홀에서

기념식 겸 2008년 울산여성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양성평등

여성영화제, 초청강사 특강, 어제와 오늘 여성생활 사진전 등을 잇따라

갖는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7월 3일

제1회 지역투자박람회 참석(경제통상실)

○ 일시․장소 : 2008. 7. 3(목)~7. 4(금), COEX(서울 삼성동)

○ 주요행사

∙ 개막식, 지자체-투자기업간 MOU 체결

∙ 지자체별 전시․상담장 설치․운영,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 주 최 : 16개 광역시․도, 전경련,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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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3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S-OIL, 울산에 '1조4천억 투자' 합의(산업)

울산 온산공장에 아로마틱(합성섬유 및 석유화학 기초제품) 콤플

렉스를 추가 건립할 계획인 S-OIL㈜이 3일 울산시와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공장을 차질없이 건립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와 S-OIL에 따르면 이 회사는 1조4천억원을 들여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장 옆 10만5천800㎡의 부지에 오는 2011년 6월까지 합성섬유

기초원료인 PX(파라자일렌)와 석유화학제품 기초원료인 BTX(벤젠,

톨루엔, 자일렌)를 생산하는 제2아로마틱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S-OIL은 현재 기술설계를 완료하고 삼성엔지니어링에 맡겨 기본

설계를 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S-OIL은 PX 생산능력이 현재의 연 70만t에서

160만t으로, BTX는 현 30만t에서 58만t으로 각각 확대되고 연간 이익도

5천150억원 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울산지역에서 초기 5년간 연평균 5조7천억원의 생산유

발효과와 1조7천억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가 각각 발생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박맹우 시장과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대표이사는 투자

양해각서를 통해 S-OIL은 공장의 차질없는 건립과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울산시는 공장건립에 필요한 인허가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또 투자사가 관계법을 충족시킬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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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7월 4일

「u-울산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완료 보고회 개최(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7. 4(금) 16:00～17:20, 대회의실

○ 참석대상 : 200여명 (시장님,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사업추진 경과보고, 용역 완료 보고, 질의응답

2008년 7월 4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진하․일산해수욕장 개장(문화)

울산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인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의 진하

해수욕장과 동구 일산동의 일산해수욕장이 4일 개장됐다.

이들 해수욕장은 예년보다 7일 연장된 오는 8월24일까지 52일간

피서객들을 맞는다. 울주군과 동구는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편의와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 수질검사를 실시, 적합판정을 받았다.

또 해수욕장내 전망대 주변 평상 및 파라솔 철거,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오폐수 방류 지도단속 등을 벌였고 임해봉사실과 바다파출소,

팔각정, 샤워장, 음수대 등 관련시설 정비, 모래보충 및 평탄작업도

실시하는 등 모든 시설물 정비를 마쳤다.

울주군과 동구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신고센터를 설치해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 등에 대해 신고를 받아 대처하는 등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쾌적한 휴식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하해수욕장은 백사장 길이 2㎞, 폭 48m, 면적 9만6천여㎡ 규모에

하루 최대 수용능력은 5만명이며, 일산해수욕장은 백사장 길이 600여ｍ,

폭 50ｍ, 면적 3만여㎡로 하루 8천∼9천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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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7월 5일

BIS 차량단말기 운행정보 일제정비(교통건설국)

○ 기 간 : 2008. 7. 5 ～ 7. 9(5일간)

○ 대 상 : 시내버스내 차량단말기 579대

○ 장 소 : 5개 차고지(율리, 꽃바위, 삼산, 연암, 언양)

○ 주요내용

∙ 버스정류소 변경사항 및 운행노선 정보 일제정비

∙ 차량단말기의 정상동작 점검 확인 등

2008년 7월 5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공예품대전 '大賞' 조희만씨(문화)

"요즘들어 우리의 옛 옹기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제11회 울산시공예품대전에서 작품 '모정'으로 대상을 차지한 조희만

(61)씨는 45년간 옹기만 빚어온 장인이자 예술가다.

중학교를 졸업하던 지난 1964년, 당시만해도 전국 최대의 옹기

마을이던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마을에 들어가 옹기 빚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조씨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일을 해봐야 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외곬인생을 살아왔다.

그러기에 그의 작품에는 옹기가 갖는 기능적 특징 외에도 일반

옹기에서 보기 힘든 때깔(색상)의 멋까지 풍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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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예품대전에서 대상을 받은 '모정'은 옛날 부엌에서 사용하던

물항아리와 반찬기, 양념기, 간장용기, 접시 등 20여가지 그릇을 축소판

으로만들어조합한것으로그야말로인정넘치는어머니의손길을느낄수있다.

그저 생활용기로서의 옹기를 빚고 굽는 일상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미적 아름다움에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남몰래 노력했던

집념과 열정이 그를 공예가, 즉 예술가의 반열에까지 올려놓은 것이다.

그는 "유리와 플라스틱 용기 등에 밀려 멀어져 가던 전통 옹기가

최근 효능이 알려지면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일본에서

조차 음식이 변하지 않고 오래가며, 숙성이 잘 되는 옹기의 특징을

알고 수입해 갈 때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나이가 더 들면 경로당에서 노인들과 함께 옹기를 빚고 싶다"는

그는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자식과 제자들에게 항상 "흙과 옹기는

거짓말을 하지않기 때문에진실하고 성실하게 일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08년 7월 6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대왕암공원 조성 예산 100억원 확보(환경)

울산시 동구청은 구청의 역점 추진사업인 동구 방어동 대왕암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 100억원을 확보해 앞으로 사업추진에 적극 나선

다고 6일 밝혔다.

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대왕암공원 조성 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금

45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최근 울산시의 2008년 1회 추경에 대왕암

공원 조성 사업비 55억원이 편성되면서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했다. 대왕암공원은 동구 방어동과 일산동 일대에 면적 94만2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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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은 올해부터 2013년까지 전체 사업비 245억3천만원을 들여

공원내 기반시설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대왕암공원 주변의 송림지구내 산책로 탐방로

정비와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공원내

주차장과 광장의 관리사무소 등 공원 필수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또 2012년부터 2013년에는 나머지 기반시설 마무리 등의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동구청 기획예산실의 박정환 기획팀장은 "울산시 차원에서 울산

동구를 대표하는 대왕암 공원을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 체계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워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7월 7일

2008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 접수(행정지원국)

○ 기 간 : 2008. 7. 7(월) ~ 7. 10(목), 4일간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선발인원 : 10명(행정 7급 2, 기능 10급 8)

○ 시험일정

∙ 필기시험 : 장소 공고(’08. 9. 5), 시험일(’08. 9. 27)

∙ 면접시험 : 장소 공고(’08. 10. 24), 시험일(’08. 11. 12 ~ 11. 14)

∙ 합격자발표 : ’08.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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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7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고강도 에너지절약' 추진(경제)

울산시는 7일 시청과 사업소, 구군의 청사관리 및 경제담당자

회의를 열고 정부의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을 시달했다.

시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오는 15일부터 승용차 홀짝제(2부제)를

강제적으로 실시하고 2012년까지 관용차의 50%를 경차나 하이브리드카로

전환하며, 관공서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4층이상만 격층으로 운행한다.

시가지 기념탑과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의

사용은 금지하고 가로등은 심야시간대에 격등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승용차 요일제 시행과 기업체의

통근버스 사용 및 카풀제 확대, 목욕탕 등 에너지 다소비 업소의 영업

시간 단축, 주유소 등 자동차연료 소매업소의 옥외간판 및 조명사용

자제, 대형 점포의 외부조명 자제, 사치성 체육시설의 조명사용 자제

등을 권장하기로 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7월 8일

2008년 운수업체 교통안전담당자 교육(교통건설국)

○ 일 시 : 2008. 7. 8(화) 09:30 ~ 17:30

○ 장 소 : 울산교육연수원(북구 신명동 소재)

○ 교육대상 : 76개업체 교육안전담당(버스23, 택시45, 화물4, 대여4)

※ 선정기준 : 자동차보유대수 20대이상 운수업체

○ 주요내용 : 우리시 교통정책 방향, 교통안전법 실무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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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8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추세'(환경)

울산지역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까지 성암.온산매립장과 성암소각장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매년 10% 가까이 늘어났으나 지난해에는 총 25

만1천949t이 반입돼 전년의 27만8천746t에 비해 2만6천797t(9.6%)이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들어 6월말 현재까지도 12만286t이 반입돼 지난해 동기에

비해 5.1% 감소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비용 16억5천300

만원(t당 처리비용 4만9천760원)을 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생활폐기물의 반입량 감소는 시가 지난해부터 쓰레기 재

활용 시책을 강화하면서 시민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을 적극 홍보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매립장 반입을 철저히 단속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분리배출 시책 홍보와 지도단속으로 시민들의

자율적인 실천의지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배출

질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주 목요일엔 야간민원실 가동합니다"(행정)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최근 여권신청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퇴근시간이

늦은 직장인 등을 위해 이달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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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은 최근 휴가철을 맞아 하루 80건이 넘는 여권신청이 접수되는

등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다 지난달 29일부터 개정 여권법 발효로

여권 대리신청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민원인들의 직접 방문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야간민원실을 운영키로 했다.

북구청은 지난달 2일부터 울산지역 5개 구.군 가운데 최초로 여권

발급업무를 시작했으며 1층 민원지적과 중앙에 신청창구 3곳과 교부처

1곳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울산 태화강 둔치 테니스장 유곡동 이전(체육)

울산시 중구청은 태화강 둔치 테니스장 이전부지로 유곡동 그린벨트

일대를 최종 선정해 내년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당초 중구청은 성안동 그린벨트 일대에 테니스장 이전을 추진 중

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대체부지를 물색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총 공사비 29억여원이 투입될 새 테니스장은 유곡동 테크노파크

인근 그린벨트 1만여㎡에 들어서게 되며 오는 10월 도시관리계획절차를

밟아 연말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한 뒤 내년 3월 착공, 이르면 같은 해

9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7월 9일

울산출신 타지역대학생 지역탐방(행정지원국)

○ 일 시 : 2008. 7. 9(수) 10:00~17:00

○ 인 원 : 113명

○ 대 상 : 울산출신 타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

○ 주요내용 : 환영식, 생태탐방, 태화강 용선체험, 친교의 시간

○ 기대효과 : 울산-Man의 자부심 고취, 울산 홍보대사 역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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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9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주군 진하-강양 첫 인도교 '명선교' 확정(건설)

울산시 울주군은 울주군의 관광이미지를 홍보하는 랜드마크가 될

서생면 진하리와 온산읍 강양리를 잇는 진하-강양간 인도교 명칭이

명선교로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울주군에 처음 건립되는 진하-강양간 인도교의 명칭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군민 76명 가운데 47명이 '명선교'를 선택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선정됐다.

이외 비학교(5명), 강진교(5명), 회야교(3명), 일신교(3표) 등이 나왔다.

명선교는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위치해 해송과 일출로 유명한 면적

1만900여㎡, 둘레 500여ｍ의 무인도인 명선도에서 이름을 딴 것으로,

명선도는 예부터 매미가 많이 울고 신선이 내려와 놀았다는 섬으로

구전되고 있다.

이번에 명칭이 확정된 명선교는 서생면 진하리 회야강 하구인 진하

해수욕장과 온산읍 강양리를 잇는 길이 145m, 너비 4.5m, 높이 11.5m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85억원이 투입된다.

명선교는 다음달 중으로 공사에 들어가 내년 5월께 완공될 예정이며

인도교 시작과 종점 바로 옆에는 다리를 오가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편히 쉬면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미니공원과 야간 조명시설 등도

조성된다.

울주군 박문길 도시개발팀장은 "진하-강양간 인도교 명칭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명선도와 진하해수욕장과 연계한 인도교에 어울리는

이름이 명선도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어서 최종 확정했다"며 "명선교가

완공되면 진하와 강양 주민들간 원활한 교류확대를 통한 주민 화합과

관광개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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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산업단지 이주택지 청량면에 조성"(건설)

울산시는 9일 신일반산업단지 내 주민의 이주택지를 울주군 청량면

문수산 입구에 조성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량면 개발제한 구역 가운데 영해마을 일대 19만7천

420㎡를 오는 2011년까지 택지로 개발해 인근 신일반산업단지 건설

지구에 포함된 오대․오천마을 주민 180여 가구 등 모두 1천363가구에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에 들어

갔으며, 이 절차가 끝나면 기본실시설계와 함께 시의회 의견청취, 시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해양부 승인신청, 지구지정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영해마을 주민들이 시가 직접 시행하는 택지개발 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보상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7월 10일

시장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7. 10(금) 10:00, 상황실

○ 참석대상 : 13명 (3급 이상 실․국장 및 사업소장)

※ 주 재 : 시장님

○ 보고내용 : 민선4기 2년 공약사항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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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솔 최현배선생 유품기증 협약 체결(중구)

○ 일 시 : 2008. 7. 10(목) 10:00

○ 장 소 : 구청장실

○ 참 석 자 : 10명(학회 5, 행정 5)

○ 주요내용

∙ 생가복원사업 진행상황 설명, 유품기증 협약 체결

∙ 기념관 건립 현장 방문 등

2008년 7월 10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태화루터 로얄예식장 추억속으로(문화)

울산시는 조선시대 영남루, 촉석루와 함께 '영남3루'로 꼽히다 임진

왜란 때 불에 탄 태화루(太和樓)를 복원하기 위해 그 자리에 앉은

예식장을 오는 11일부터 철거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중구 태화동 태화루 복원예정지 가운데 보상이

우선 완료된 로알예식장 건물을 오는 8월 24일까지 철거하고 올해 안에

예정부지를 모두 편입한 뒤 실시설계에 들어가 2011년 말 복원을

완료할 방침이다.

태화루 복원 예정부지 36필지 1만116㎡와 건물 16채 가운데 현재

토지 21필지 5천666㎡, 건물 12채의 보상을 완료했다.

철거되는 로얄예식장은 지난 1987년에 건립된 연면적 4천725㎡,

한옥지붕 형태의 지하2층, 지상 6층으로 건립 당시만 해도 규모가

웅장해 예비 신랑신부들이 가장 선호했고 태화강변에 우뚝 솟아 한동안

울산지역 이정표 역할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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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사업비 총 488억원이 투입될 태화루는 울산대학교 도시건축

연구소의 복원 기본계획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 누각은 입지여건이

비슷한 밀양의 영남루를 참고해 정면 5칸과 측면 4칸, 일자형으로

세우고 주변에는 사직단과 기우소, 홍교, 나룻배 등을 복원할 예정이다.

야간에는 조명을 활용해 지역 최고의 볼거리로 만들고 산책로를

조성해 태화루가 현재 단절돼 있는 중구 태화강 대숲과 성남동 둔치를

연결하는 생태하천의 중심 축이 되면서 울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할 구상이다.

'울산 발전공약' 시장 임기내 100% 달성(행정)

울산시는 10일 박맹우 시장의 민선4기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공약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임기내 100%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0일 시에 따르면 박 시장의 민선4기 공약 68개 사업 가운데 19

건(28%)이 완료되고 나머지 49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역동의 산업수도 건설, 에코

폴리스 실현, 아름답고 행복한 울산건설, 삶이 여유로운 문화도시

건설, 세계로 웅비하는 국제도시 건설, 초일류 감동시정 구현 등 6대

분야에서 68개 사업을 공약했다.

이 가운데 정밀화학센터 개원과 오토밸리 조성, 태화강마스터플랜

대상사업 확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 보급 확대, 암각화전시관

개관 등 반구대암각화 주변 문화관광사업, 기업메세나 운동 추진 등은

완료됐다.

시 관계자는 "민선4기 전반기에 시장의 공약이 상당수 완료되고

신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자유무역지역 지정, 강동 복합관광단지 개발,

세계옹기문화엑스포 개최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임기내에

반드시 100%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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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올 상반기 화재↓ 구조․구급출동은↑(소방)

올 상반기 울산에서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화재 발생은 다소

줄었으나 구조 및 구급출동은 1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역에서 모두 843건의

화재가 발생, 인명피해 35명(사망 4, 부상 31)과 재산피해 20억100만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건수로는 53회(5.9%), 재산피해액은

2억5천만원(11.1%) 감소한 수치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510건

(60.5%)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화재 141건(16.7%), 방화 95건(11.3%) 등

순이고 장소별로는 주거 199건(23.6%), 비주거 186건(22.1%), 임야 147건

(17.4%) 등 순이었다.

이와 함께 상반기 구조.구급출동 횟수는 모두 1만8천320건(구조 3천

578건, 구급 1만4천742건)이었으며 이 중 구조 또는 응급후송 실적은

1만2천580명(구조 817명, 구급 1만1천763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로는 1천732건(10.4%), 인원으로는

326명(2.7%) 늘어난 것으로 하루 평균 102회 출동해 70명을 구조 또는

후송한 것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교통사고가 281명(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악

사고 45명(5.5%), 기계사고 35명(4.3%) 순이었으며 시기적으로는 야외

활동이 활발한 5월이 전체 구조인원의 22.5%(184명)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환자 유형별로는 급.만성질환이 5천150명(43.8%), 사고.부상 환자

2천306명(19.6%), 교통사고 환자 2천65명(17.5%)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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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3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동구의회, 의장단 선거 후유증에 '비틀'(정치)

울산시 동구의회가 의장단 선거후유증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13일

동구청과 동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던

제94회 1차 정례회가 열리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민주노동당 소속의 박문옥 의원과 진보신당 소속 서영택, 박대용

의원 등 3명은 정례회가 시작되자 마자 지난 2일 치러진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 퇴장해버리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들은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 5명만 참석한 가운데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치러진만큼 현 의장단이 소집한 정례회는 인정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노당과 진보신당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동구의회 의장단

선거에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의 개입이 도를 넘었다"며 "4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와 재보선 선거로 인한 의장단 선거 때도 밀실야합으로

의장단을 지명해 선출했고 이렇게 지명된 의장단이 대의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두 정당 소속 의원들은 지명 선출된 후반기 의장단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태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촉구하며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의장단이 참여하는 모든 대내외 행사에는

불참하고 개별활동만 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지난 2일 실시된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는 이들 의원이 같은

이유로 투표에 불참, 한나라당 소속 의원 5명만으로 투표가 진행됐다.

동구의회 의장단의 한 관계자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된

의장단"이라며 "주말까지 민노, 진보신당 의원들과 합의점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의원들간 의장단 선거후유증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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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루' 복합역사공원으로 복원(문화)

조선시대 영남루, 촉석루와 함께 '영남 3루'로 꼽히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탄 태화루(太和樓) 복원사업에 대한 울산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태화루는 오는 2011년까지 488억원을 들여

중구 태화동 구 로약예식장 일대 1만873㎡에 복원되며, 울산대학교

도시건축연구소의 용역결과에 따라 단일 누각이 아닌 복합역사공원

으로 조성된다.

역사기록을 더듬어 '太和樓' 현판이 걸린 누각과 홍교(나무다리),

사직단(社稷壇), 기우제단은 물론 누각 앞 태화강에 나루와 놀잇배를

띄우고 옛 시인묵객들이 태화루의 아름다운 절경을 읊었던 시비도

세울 계획이다.

누각은 창건시가가 확실하지 않고 조선초 중건됐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된 점을 고려해 조선전기의 양식에 따라 건립하되 지리적으로

가깝고 입지가 유사하며 현존하는 조선시대 누각인 밀양 영남루를

참고해 정면 5칸과 측면 4칸, 일자형으로 복원한다.

홍교는 '태화나루 앞머리에 있었다'는 기록에 따라 태화루 북단

(현 태화교 입구)에 설치해 산책로로 이용하도록 하고 사직단은 기록에

의해 태화루 서편에 세워 전통계승과 시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기우제단은 '황용연(태화루 앞 태화강 절벽 아래 용두바위 지점)에

있었다'는 기록에 비추어 용두바위 위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철거하는 로얄예식장 주차장 부지에 '태화마당'을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과 놀이, 각종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고 옛 시인묵객들이

묵으며 태화루의 빼어난 절경을 읊었던 시비도 건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태화루 앞쪽 강에 1970년대까지도 있었던 태화나루를

복원하고 돛을 단 놀잇배 2척을 띄워 옛 정취를 되찾고 태화강의

새로운 명물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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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7월 14일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문화체육국)

○ 일시․장소 : 2008. 7. 14(월) 14:00, 문화재청

○ 참석인원 : 10명(학계 및 시민단체 등 관계전문가)

○ 주요내용 : 암각화 관련 수자원 현황 등 보존대책 의견수렴

※ KBS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반구대암각화 전국방영

- 7. 16(수) 00:30~01:25 : 1부, 7. 17(목) 00:30~01:25 : 2부

2008년 7월 14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당월리 조선부지 조성사업 '무산'(산업)

울산시가 지역 조선업체의 공장용지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울산

신항 배후단지내 조선블록 공장용지 조성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울산시가 조선 기자재

산업시설 용지 개발을 위해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일원을

울산신항 장래 개발계획상 항만배후단지 구역에서 제척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회신해 왔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회신문에서 "울산항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선석

개발은 물론 적정 규모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답했다.

국토해양부는 또 "해당 항만배후단지는 울산항 및 온산 산업단지

입주업체 등 수요자들이 저렴하게 항만과 연계된 활동을 하도록 계획

된 공공부지"라며 "조성 면적이 한정돼 있어 조선업체 등 단일 수요의

공장부지 제공을 위한 항만개발구역 제척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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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앞서 2015년 이후 개발이 예정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공유수면 20만6천700㎡의 항만배후단지를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조성해 일단 세광중공업 등 조선업체에 임대하고 향후 국가

계획에 따라 신항만개발 배후단지로 이용하도록 해달라고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조선업체들의 부지난 해소를 위해 장래계획만

잡혀있는 부지의 항만구역 제척을 요청했는데 수용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울산 태화강 전망대․물 환경관 건립 착수(환경)

울산시는 태화강의 또 다른 명물이 될 전망대와 물환경관 건립사

업에 본격 착수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태화강 십리대숲 건너편인 남구 무거동 취수탑

(한국수자원공사가 1994년까지 공업 용수를 취수하던 곳)과 주변 5천

908㎡에 올해부터 2011년까지 모두 82억2천만원을 들여 전망대 및

물환경관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망대를 1단계 사업으로 먼저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 취수탑 리모델링에 들어갔으며, 2010년∼2011년에 물환

경관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취수탑을 리모델링하는 전망대에는 회전휴게실과 야외전망대 등을

설치해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차를 마시면서 물고기가 뛰노는

태화강의 맑은 물, 십리대숲, 삼호대숲, 태화들 생태공원, 십리대밭교

(인도교), 남산의 아름다운 모습 등을 360도 회전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또 전망대 옆의 모 사업체 부지를 매입해 이곳에 연면적 1천여㎡

규모의 물환경관을 건립해 문화역사관(태화강 발원지, 암각화 등),

생태관찰관(백로, 까마귀 등), 어류생태관(각시붕어, 누치 등 고유어종),

수질체험관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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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7월 15일

제6회 경로당 어르신작품 전시회 개최(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7. 15(화) 10:00

○ 장 소 : 시의회 1층 로비

○ 참여인원 : 100명(노인 70, 실버밴드 10, 어린이 20)

○ 주 관 : 울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관장 김명진)

○ 전시작품 : 14개 경로당, 풍선아트․도예․공예 등 200여점

2008년 7월 15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꼬리명주나비․반딧불이 쉽게 볼 수 있어요"(환경)

울산의 청정지역에서만 자라는 것으로 알려진 꼬리명주나비와

반딧불이를 비교적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울산시가 지난 2005년과 2006년부터 꼬리명주나비와 반딧불이

보전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성충우화(알→애벌레→번데기→성충으로

자람)에 성공하고 서식지도 충분히 조성했기 때문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꼬리명주나비는 지난 2005년부터 현대자동차와

공동으로 보전.복원사업에 나서 자연서식지를 조성한 결과 지난해부터

태화강 생태공원(십리대숲 주변) 일대에서 4월∼9월이면 매일 30여마리의

나비를 관찰할 수 있다.

태화강 생태공원 외에도 문수체육공원 일대 92㎡, 회야댐 132㎡,

척과천 990㎡, 울산대공원 102㎡ 등 모두 5곳에 1천580㎡ 규모의

자연서식지를 조성하고 꼬리명주나비 애벌레의 먹이식물인 식초식물

(쥐방울덩굴 등) 6천여그루를 심어 이들 장소에서도 나비를 쉽게 관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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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지난 2006년부터 들꽃학습원과 공동으로 반딧불이 복원사

업을 추진한 결과 자체 배양기술을 획득하고 성충우화에 성공해 올해

부터 반딧불이 자연방사가 가능해졌다.

지난해 2월 울주군 범서읍 들꽃학습원 안에 반딧불이 배양실과

생태관을 조성하고 배양에 본격 착수해 1천여마리의 성충을 키우는데

성공했으며, 지난 6월 반딧불이 시민체험행사를 열고 척과천변에 자연

방사하기도 했다.

청정지역에서만 서식하는 반딧불이는 알과 애벌레, 번데기를 거쳐

성충이 되면 몸길이 12∼18㎜에 배 끝에 발광기가 있어 빛을 내며,

국내의 8종 가운데 울산에서는 울주군 석남사와 범서읍 척과 등에서

애반딧불이, 파파리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등 3종이 서식하고 있으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다.

시는 꼬리명주나비와 반딧불이 보전 및 복원사업을 통해 터득한

배양기술과 서식지 조성을 바탕으로 붉은점모시나비, 납자루 등 다른

고유 생물종의 보전․복원사업도 추진해 생태환경도시의 대표적 생물로

삼을 계획이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7월 16일

고유가 대응 민간체육시설 관계자 간담회 개최(문화체육국)

○ 일시․장소 : 2008. 7. 16(수) 11:00, 체육지원과

○ 참석대상 : 지역 골프장 관계자 등 6명

○ 주요내용

∙ 국무총리 특별지시 민간부문 에너지절약대책 권고

∙ 사치성 조명사용 자제, 적정 냉방 온도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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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6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북구 쇠부리축제, 한국 대표축제 '대상'(문화)

울산시 북구청은 지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북구 쇠부리

축제가 '제1회 대한민국 대표축제'에서 지역특화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쇠부리축제는 고대 삼한 철기시대부터 이어져 온 울산의 고유 문화인

쇠부리를 축제로 승화시켜 주민들에게 알리고 쇠부리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달천철장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북구청이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온 사업 중 하나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쇠부리축제는 울산 대표 축제로 거듭나는 한편

'매연 자욱한 산업도시'라는 울산의 기존 이미지를 벗겨 문화도시로

재인식시키는 데 일조할 전망이다.

이근필 북구 부청장은 "이번 수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울산=문화

도시'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며 "쇠부리축제 대상 수상은

북구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의 영광"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공동 주최해 올해 처음으로

열린 '대한민국 대표축제'에서는 국민 2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 등을 통해

7개 부문에서 모두 19개 우수축제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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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7월 17일

저출산 고령사회 시민위원회 창단행사 개최(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7. 17(목) 15:00~15:35

○ 장 소 : 현대백화점 울산점(아트리움홀)

○ 참여인원 : 300여명(회원 250, 여성단체임원 50)

○ 행사내용

∙ 창단결의문 채택

∙ 의식행사, 다자녀가정 유모차 및 가족사진, 격려금 전달

○ 활동사항 : 출산․보육환경 개선, 노인 복지 봉사활동

석유화학공단 관계자 소방안전 간담회 개최(소방본부)

○ 기 간 : 2008. 7. 17 ~ 7. 18(2일간)

○ 장 소 : 남부․온산소방서 대회의실

○ 대 상 : 92개사 92명(석화단지18, 여천단지 37, 온산단지 37)

○ 주요내용

∙ 하절기 폭염대비, 위험물 저장․취급업체 집중 안전관리로 대형

화재사고 미연 방지

∙ 시설주 중심 자율 방화관리체제 확립 방안 강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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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속道 새 출입로 개설..신복R 체증해소 전망(교통)

울산 남구 무거동 신복로터리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울산∼

언양 고속도로 새 출입로가 개설되는 내년부터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17일 울산시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현재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에 있는 울산∼언양 고속도로 요금소를 울산시내 방면인

같은 읍 굴화리로 이전하면서 이곳에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새로 개설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울주군 범서읍 일대 대단위 아파트단지나 남.중구 시가지

일부 주민들이 신복 로터리를 거치지 않고 이곳에서 바로 고속도로를

드나들 수 있어 신복로터리의 차량통행량이 크게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로 개설하는 진출입로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울산

∼언양 고속도로는 물론 올 연말 완공될 울산∼부산(해운대) 고속도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 시민의 교통편의가 매우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 울산시(행정)

◇ 2급 승진

▲경제통상실장 최병권 ▲의회사무처장 이수석

◇ 3급 승진

▲중구 부구청장 엄주호 ▲교통건설국장(개방형직위) 송병기

◇ 3급 전보

▲행정지원국장 이기원 ▲종합건설본부장 장광대

▲동구부구청장 이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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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승진

▲정보화 담당관 이상욱 ▲항만수산과장 서인수

▲교통정책과장 서창원 ▲대중교통과장 김규섭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이상조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서연석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안혁호

◇ 4급 전보

▲기획관 김선조 ▲경제정책과장 정진택 ▲계약심사과장 김노경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권성근 ▲의정담당관 박정식 ▲상수도

사업본부 경영부장 김정도 ▲종합건설본부 관리부장 박인필 ▲

중구 국장 김문규 ▲남구 국장 홍성철 ▲남구 국장 김종석 ▲동구

국장 김문걸 ▲회계과장 강석희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엄주량

울산 6개 간선도로 가로수 '2줄로'(환경)

울산시는 17일 도심녹화사업의 하나로 시가지 주요 도로에 가로수를

두 줄로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로변 녹지공간을 확충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심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내년 말까지 12억원을

들여 번영로와 산업로 등 6개 노선 24.5㎞에 대해 가로수 2열 식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번영로(야음사거리∼효문역삼거리) 7.3㎞에 이팝나무를 심고

산업로 가운데 명촌교∼울산공항 4.6㎞ 구간에는 대왕참나무 등을

심으며, 내년에는 두왕로 등 4개 노선 12.6㎞에 가로수를 추가로 심을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의 2열 가로수 식재 구간은 모두

10여개 노선에 45.38㎞로 확장된다. 시는 추진중인 덩굴식물 100만

그루 식재, 아산로 중앙분리대 녹화, 온산공단 그렌웨이 조성, 도시숲

조성, 태화강경관녹화 등과 함께 도심녹지가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되고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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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8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민단체 "현대차 파업 자제합시다"(사회)

울산지역 150여개 시민.사회.경제단체로 결성된 행복도시울산만들

기범시민협의회(행울협)가 18일 현대자동차 노사에 파업자제와 협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김명규 울산공동모금회회장 등 행울협 회장단과 임원진 등 10여명은

이날 노조가 주야간 6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간 현대차를 방문하고

윤여철 사장과 만나 "고유가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이

되풀이돼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 등은 이어 노사가 대화로 협상을 마무리할 것과 비생산적인

노사문화를 청산하고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를 이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울협 관계자들은 이어 같은 호소를 하기 위해 노조(금속노조

울산지부)를 찾아갔으나 노조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한채 입구에서 일부

간부들을 만나 "파업을 자제해 달라"는 뜻만 전달했다.

노조측은 행울협 관계자와의 면담 후 "파업중에 찾아 온 것은 노조의

업무를 방해하고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

겠다"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행울협은 이어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원 50여명과 함께 기자

회견을 갖고 '현대차에 호소합니다. -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파업

입니까'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서 "우리경제는 제3의 오일쇼크로 불이는 고유가 사태를

맞아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선진국 자동차 회사도 부도위험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노사가 생존을 걱정해야 할 때에 도대체 누구를

위해 파업하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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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근로조건과 관련없는 파업, 임금협상을 뒤로하고 중앙교섭

여부에 매달린 파업은 옳지 않다"며 "노조는 생산성과 품질향상만이

회사의 생존과 고용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소모적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두철 공동회장은 "노사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갈수록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파업강도가 높아지면서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에 타격이 커지고

있어 시민의 이름으로 자제를 호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울협은 울산지역의 경제사회 발전과 산업평화정착,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3월 결성된 순수 민간단체로 결성 첫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한미FTA 반대파업에 나서자 "더이상의 정치파업은 안된다"며

규탄집회, 노조 항의방문,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강력한 저지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2008년 7월 19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기업체 내주 말부터 최대 10일 집단휴가(사회)

현대자동차 등 울산지역 기업체가 다음주 말부터 최대 10일간의

여름 집단휴가에 들어간다.

19일 지역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주말 휴일을

포함해 오는 26일부터 오는 8월3일까지 모두 9일간의 정기 여름휴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그러나 오는 25일이 노조 창립 기념일이고 노사간 합의한

휴일이어서 사실상 25일부터 휴가가 시작되면서 최대 10일간의 여름

집단 휴가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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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이번 여름휴가를 위해 상여금 50%와 30만원의 휴가비를

지급한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도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주말 휴일을 포함해 모두 9일간의 휴가를 즐기며, 50만원의 휴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자동차나 조선 대기업의 이 같은 여름휴가 계획에 맞춰 울산의

효문공단이나 온산공단 등지에 산재해 있는 자동차 및 조선 협력업체

50-100여곳도 동시에 여름 집단휴가에 돌입하게 된다.

이 밖에 SK에너지나 에쓰오일 등 석유화학공단내 대부분 기업체는

1년 내내 공장을 가동해야하는 장치산업의 특성상 집단휴가 대신

직원 개인별로 4-5일 정도 휴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2008년 7월 20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아파도 참는다?" 울산 병․의원 휴․폐업 속출(보건)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울산지역에서 문을 닫는 병원과 의원이

속출하고 있다.

20일 울산시와 지역 병.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휴업 또는 폐업한

의료기관은 45곳으로 한달 평균 7곳의 병․의원이 문을 닫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0건 보다 50% 늘어난 수치다. 문 닫는

병․의원이 늘어나는 것은 가정경기 침체로 웬만큼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고 참는 시민들이 많은데다 의료시장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

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한의원의 A원장은 "환자는 크게 줄어드는데 의료기관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져 정말 죽을 맛"이라며 "요즘 같아서는 아예 문을 닫고

쉬는 게 돈을 버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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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7월 21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개최(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7. 21(월) 11:00, 3층 상황실

○ 참석대상 : 위원 16명 (위원장 기획관리실장)

○ 주요내용 :「u-울산 정보화 마스터플랜(안)」심의․의결

2008년 7월 2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옹기엑스포 심벌마크 확정, '장독대' 연상(문화)

울산시는 21일 내년에 개최하는 세계옹기문화엑스포의 심벌마크를

최종 확정했다.

시에 따르면 심벌마크는 영문 'Onggi'를 옹기처럼 형상화해 한국

의 장독대를 연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위로 옹기를 굽는 전통가

마를 연상할 수 있도록 반원형태의 'ONGGI EXPO ULSAN KOREA

2009'를 두르고 아래에 '2009 울산 세계옹기문화엑스포'를 수평으로 새겼다.

색은 옹기를 세계적인 웰빙브랜드로 인식시키기 위해 어두운 갈색과

오렌지색, 하늘색, 녹색 등으로 표현해 옹기를 굽는데 필요한 흙과 불,

물은 물론 생태도시 울산을 상징할 수 있도록 했다.

엑스포조직위는 용역을 통해 1차로 4개의 시안을 선정한 뒤 지난

7일∼13일 인터넷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작을 확정하고 상표등록을

했으며, 선호도 조사에 참여한 네티즌 가운데 210명을 추첨해 옹기로

만든 다기세트와 티셔츠 등을 제공했다.

조직위는 심벌마크를 이용해 쇼핑백, 문구류 등 각종 상품과 홍보

기념물, 간행물 및 부대품목의 개발과 제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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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물축제 사진공모전 김택수씨 금상(문화)

울산 태화강 물 축제 사진심사위원회(위원장 정광삼)는 최근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진 출품작 374점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 결과

맑은 태화강에서 역영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김택수씨의 '역영'을

금상으로 결정했다.

심사위는 또 박영서씨의 '태화강의 용선들'과 신수복씨의 '물축제

신호탄'을 은상으로, 조재현씨의 '축제', 문미숙씨의 '용선 퍼레이드',

곽동화씨의 '반환점'을 각각 동상으로 뽑았다.

가작은 최경배씨의 '경쟁', 박호진씨의 '축제의 행진', 박재수씨의

'출발선에서', 하미경씨의 '마라톤에서', 유완식씨의 '야! 똑바로' 등

5개 작품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다음달 6일부터 12일까지 울산문예회관

제 4전시실에 전시된다.

2008년 7월 22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영남알프스 관광개발' 주도(관광)

"영남알프스 개발은 이제부터다." 울산시가 그동안 울주군 차원에서

수 차례 추진됐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가지산∼신불산 일대 산악

관광자원 개발을 주도하기로 했다.

시는 22일 자연경관이 빼어나 전국의 산악인들에게 '영남 알프스'로

알려진 가지산 도립공원 ∼신불산 군립공원 일대 관광자원을 체계적

으로 보존 및 개발하기 위해 시와 울주군 관계자 등으로 협의체(TF)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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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군의 관광, 산림녹지, 공원, 환경, 도시계획 부서 담당자가

참여하는 TF팀은 기존의 계획들이 개별적이고 산발적이며, 심지어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어 총체적 문제점만 남겼다

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TF팀은 내년에 '영남알프스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산악

관광 마스트플랜 수립용역'을 실시해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할 방침이다.

TF팀는 이보다 앞서 올해 하반기에 영남알프스 일대에서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중이지만 각종 민원과 문제점을 낳고 있는 등억온천

지구, 수남집단시설지구, 자수정유원지 등을 방문해 애로점을 찾아

지원하는 현장컨설팅에 나설 예정이다.

영남알프스는 울주 가지산과 신불산, 밀양 재약산 등을 연결하는

등반코스는 물론 석남사, 표충사, 얼음골, 배내골, 작천정, 자수정동굴,

철쭉군락, 억새밭 등 수 많은 역사.문화.관광지가 있는 관광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울산에서는 반구대암각화와 외고산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

강동권 개발을 중심으로 한 해양복합관광휴양도시 건설사업 등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천혜의 산악관광자원 개발에는 실패해 이번

계획이 잘 추진되면 산악-내륙-해안을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도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울주군의 영남알프스 개발계획에 가급적

간여하지 았았으나 일방적인 계획들이 결국 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

한채 흐지부지 되거나 문제점만 낳았다"며 "시가 체류형 관광도시건설

차원에서 종합적인 보존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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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7월 23일

울산투명사회협약 실천 워크숍 개최(감사관실)

○ 일 시 : 2008. 7. 23(수) 10:00 ~ 13:00

○ 장 소 : 문수월드컵컨벤션센터

○ 주 관 : 울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 참석대상 : 52명(협약체결 참여 기관․단체 45, 운영위원 7)

○ 주요내용 : 부문별 2008년 투명사회협약 실천계획 발표 및 토론

※ 우리시는 2008년 청렴․투명행정 실천계획 발표

수해복구사업 추진실태 중앙 합동점검(교통건설국)

○ 점검일시 : 2008. 7. 23 ~ 7. 25

○ 점검대상 : 울주군 언양읍 구수교 재가설(L=123m, B=9m)

○ 점검내용

∙ 수해복구사업 조기마무리 방안강구 및 예산집행실태

∙ 우기시 피해 재발방지 대책 및 현장안전관리 실태 점검

○ 점 검 자 : 6명(시 2,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

○ 현 공 정 : 53%(교각설치 완료, 상부공 제작중, ‘08. 10월 준공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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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23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단체장 '전봇대 도로점용료 현실화' 건의(건설)

울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회장 조용수 중구청장)는 23일 남구

신정동 한 식당에서 조용수 중구청장과 김두겸 남구청장, 정천석 동구

청장, 강석구 북구청장, 신장열 울주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전봇대 도로점용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단체장들은 현재 전기사업자가 전봇대 1개당 지자체에 지불하는

법정 점용료는 1천30원이나 한국전력의 경우 국가기간사업자로 등록돼

그보다 50% 싼 값에 전봇대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한전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장들은 또 전선을 땅 속에 묻는 지중화 사업에서도 현재는

한전과 지자체가 총 사업비의 50%씩 각각 부담하고 있지만 이는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되는데다 실질적으로 한전이 전선을 이용해 거의 독점사업을

하다시피 하고 있어 분담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장들은 이에 따라 ▲사업비 분담비율 조정 ▲한전의 의무투자

비율 명문화 ▲국고 지원 확대 ▲ 도로점용료 관련 한전-자치단체 간

수입 불균형 해소 ▲전선지중화 사업 관련 규정 마련 등에 대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론화에 나서기로 했다.

단체장들은 이 밖에도 ▲미얀마 사이클론 참사 및 중국 쓰촨성

대지진 이재민돕기 구호성금 전달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재원

조달 방안 ▲제3차년도 공동회장단 임원 선임계획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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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노사 임단협 14년 연속 무쟁의 타결(경제)

현대중공업 노사가 23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14년 연속 무쟁의 타결을 기록했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노조가 이날 올해 노사가 잠정합의한 임단협

안을 수용할 지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1만7천932명명 중 1만7천185명(투표율 95.8%)이 참가한 가운데

찬성 1만1천27명(투표자대비 64.2%)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이 회사 노사는 지난 1995년부터 올해까지 14년 연속으로

무쟁의로 임단협을 타결하게 됐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앞서 지난 21일 울산 본사 생산기술관에서

열린 제20차 임단협에서 임금 9만8천800원(호봉승급분 1만8천500원

포함) 인상, 상여금 700% + 20시간 OT(현행 15시간), 영업이익 2조원

돌파 축하금 통상금의 100% 지급 등에 잠정합의했다.

또 군산조선소 기공 축하금 통상금의 100%, 노사공동선언 지속

실천 격려금 통상금의 100%,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만원, 무쟁의 타결

축하금 50만원, 무재해 2배수 달성위한 격려금 50만원 지급 등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또 정년 연장의 경우 생산기술직 본인이 원할 경우 현행

정년 만58세 후 계약직으로 1년간 근무하고 근속수당은 35년 이상 20

만원 지급 신설, 개인 의료비 지원금 1천500만원 상향조정(현행 1천만원),

하기휴가 9일(현행 5일. 중복휴일은 폐지), 사내 근로복지기금 50억원

출연 등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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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7월 24일

차세대 전통생활문화 및 농촌체험교육(농업기술센터)

○ 일 시 : 2008. 7. 24(목)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및 잔디밭

○ 대상인원 : 100명 (초등학교 고학년)

○ 추진내용

∙ 천연염색 실습교육으로 전통생활기술 및 농촌문화체험

∙ 센터 연구시설 및 시험포장 견학으로 생명농업 인식제고

2008년 7월 24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미분양주택 구입때 취․등록세 50% 감면(건축)

울산시는 24일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를

현행 2%에서 1%(취.등록세 각 0.5%)로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울산광역시세 감면조례'를 이날부터 시행하며,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분양대책이 발표된 지난 6월11일 현재 분양되지

않고 있는 주택(사업승인 20가구 이상)을 구입할 경우 미분양 주택

소재지 구군에서 발급하는 미분양확인서를 취등록세 자진신고 때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율은 각각 2%

이지만 2006년9월 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에 한해 각각 1%로 종전보다

50% 감면됐고 이번에 정부의 분양대책 및 조례에 의해 또다시 각각

0.5%로 낮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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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에서도 담배 못피워요"(보건)

"학교 주변에서 담배 못피웁니다." 울산시와 교육청은 24일 청소년

들의 흡연을 예방하고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8개의

초․중․고교에 대해 시범적으로 학교 밖 200∼300ｍ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초등학교는 중남, 농서, 내황, 월평, 다전, 남부초교 등 6개교

이고 중학교는 무룡, 방어진, 신언, 두광, 웅촌, 삼남, 이화중 등 7개교,

고등학교는 정보산업, 방어진, 경영정보, 울산여자, 컴퓨터과학고 등

5개교이다.

시와 교육청은 이에따라 이들 학교 주변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안내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주변 상가와 주민들에

게도 협조를 당부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범학교 사이버 카페를 개설해 각 학교의 담당교사들이

실외 금연구역 운영 실태와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등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청소년

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예방하고 학생들의 흡연예방 효과도 높아

질 것"이라며 "내년부터 실외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될 것에 대비해 미리 시민적 공감대와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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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풍력발전반대대 책위 '발전 무효소송' 추진(환경)

울산시 울주군과 경남 밀양시 일대에 추진하려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반대하기 위해 결성된 영남알프스 풍력발전단지조성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자 측에서 울주군 지역을

제외한 상태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사업허가 무효

소송을 제기키로 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24일 울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울주군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려 해 내부회의를 거쳐 조만간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발전사업허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며 "이번 사업을 위해 이뤄진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협의가 자연

공원법을 위반한 협의로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발전사업허가를 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자가가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향후 경남도지사에 사업지역인 가지산도립공원 해제신청을 할

경우에는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가지산도립공원 일부 해제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해 공원해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한 국유림 대부 등의 주관부서인

산림청과 양산국유림관리소도 방문해 대책위의 이 같은 입장도 설명

하고 이에 적극 협조해줄 것도 요구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대책위의

입장을 다시 한번 경남지사에게 전하고 공원해제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즉시 공개해줄 것도 정식공문으로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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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송 동영상'을 아시나요?(소방)

'곰 세 마리가 극장에 있어 /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 불이 나면

비상구.. ' 울산의 한 소방서에서 화재 발생 시 비상구의 중요성을 시민

들에게 알리고자 이 같은 노래를 담은 '비상구 송' 동영상을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주인공은 정수현(45.여) 소방위를

중심으로 한 울산 중부소방서 직원들. 이들은 지난 1월 경기도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 당시 비상구를 찾지 못해 당시 작업 중이던

인부 40여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접하고 소방관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다.

그 뒤 시민들에게 비상구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짧고 쉬운 노랫말을 담은 UCC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

하자"는 제안에 직원들은 적극 찬성했고 이후 저작권이나 동영상 제작

등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이 같은 '작품'을 제작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동요 '곰 세 마리'의 멜로디에 정 소방위가 개사한

노랫말을 얹은 이 '비상구 송'은 노래도 재미있지만 동영상에서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극장, 음식점,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각각 배경으로 설정하고 비상구 표지를 반복해 보여줘

시각적 교육 효과도 만점이다.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이 동영상은 2008년 2월 소방 방재청 선정

최우수 UCC로 뽑혔으며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배포돼 지금까지 수천

여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수현 소방위는 "비상구를 찾지

못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영상을 제작해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며 "영화관이나

노래방 등 화재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서 이 동영상이 상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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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7월 25일

시-한국생산기술연구원 MOU 체결(경제통상실)

○ 목 적 : 우리시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 지원 상호협력을 위한

생기원과의 MOU 체결

○ 일시ㆍ장소 : 2008. 7. 25(금) 11:30, 3층 상황실

○ 참 석 : 12명(시장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등)

2008년 7월 25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생기원 '협약', 청정기술센터 가시화(산업)

울산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은 25일 '울산지역 산업진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친환경청정기술센터 건립과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박맹우 시장과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나경환 원장은 이날 서명한

MOU에서 시가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한국생산기술원은 이 사업의 핵심인 친환경청정기술

센터 건립과 운영을 책임지기로 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특히 친환경청정기술센터를 연구원의 울산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또 지역의 기업체들이 국제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과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역산업 진흥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의 발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연구인력과 기술인력의 상호교류, 신기술 및 신제품

정보교류, 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활용, 세미나와 심포지엄 개최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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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지정'(문화)

울산시 남구 장생포가 25일 지식경제부로부터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울산의 고래문화 관광 산업이 활기를 띠게 됐다.

울산시 남구청은 앞서 지난 5월 지식경제부에 '울산 장생포고래

문화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울산 남구 장생포항 일원 164만㎡의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에 올해부터 2014년까지 158억원을 투입, 4개 분야

14개 단위의 고래 특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 울산시와 울산항만공사 등도 2009년에서 2019년까지 1천80억원을

들여 특화연계사업을 벌이게 된다. 고래 특화사업은 ▲고래체험 관광

사업 ▲고래문화거리 조성사업 ▲축제활성화 및 고래자원 보존.육성사업

▲고래도시 홍보 및 고래연구사업 등이다.

고래체험 관광사업으로는 돌고래수족관 및 고래잡이 옛모습전시관

건립, 천연기념물 126호 극경회유해면(克鯨廻遊海面.귀신고래가 다니는

바다) 탐사, 고래관광 네트워크 구축 등이며 고래문화거리 조성사업은

간판시범거리 및 고래 테마거리 조성, 고래조각공원 조성 등을 추진한다.

축제활성화 및 고래자원 보존.육성사업으로는 울산고래축제 활성화,

고래포럼 및 고래사랑운동, 고래역사문화 해설가 양성 등이며 고래도시

홍보 및 고래연구사업은 고래벽화그리기, 고래도시브랜드 개발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화연계사업으로는 울산시가 162억원을 들여 관광형

해양생태공원과 생태탐방 학습장 및 체험장을 짓고 울산항만공사는

296억원을 들여 해운항만비지니스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특히 622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돌고래 및 범고래 쇼장, 아쿠아

리움과 해양테마놀이시설을 갖춘 고래테마놀이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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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은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지정으로 430억원의 생산 및

소득 유발 효과, 628명의 고용 효과, 매년 26만명의 관광객 증가 및

140억원의 관광소득 증대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래특구지정 소식이 알려지자 남구청은 이날 오후 울산공항과

남구청에서 김두겸 남구청장 등 구청 공무원들과 장생포 지역 주민,

장생포 자생 단체장, 고래연구소장, 고래축제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구지정 축하행사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두겸 남구청장은 "장생포고래특구 지정을 위해 1년전부터 많은

준비를 해왔다"며 "우리나라 고래문화의 본거지인 장생포가 고래특구로

지정된 것을 환영하며 장생포를 중심으로 울산을 우리 나라에서 가장

멋진 고래문화관광 도시로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7월 26일

2008 울산 서머페스티벌 개최(문화체육국)

○ 기 간 : 2008. 7. 26 ~ 8. 1(7일간), 매일 19:30

○ 참여인원 : 연 35만명 예상

○ 장소별 일정 및 프로그램

∙ 진하해수욕장(7. 26 ~ 7. 27) : 트로트스페셜, 싱싱콘서트

∙ 강동정자해변(7. 28 ~ 7. 29) : 가요스페셜, 해변콘서트

∙ 울산체육공원(7. 30 ~ 8. 1) : 영스타스페셜,아줌마콘서트,Rock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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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7월 27일

제11회 전국 울산바다 장거리 핀수영대회 개최(울주군)

○ 일시․장소 : 2008. 7. 27(일) 09:30~13:00, 진하해수욕장 (개회식 - 09:30)

○ 소요예산 : 66,000천원(시 10,000, 군 30,000, 자부담 26,000)

※ 서머페스티벌 진하공연 : 7. 26 ~ 27 (울산광역시, 울산mbc 주최)

○ 주관․규모 : 울산광역시 수중협회, 2,000여명 참가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7월 28일

고객응대 매뉴얼 제작 활용(행정지원국)

○ 목 적 : 고객응대요령 매뉴얼 제작활용으로 고품격 행정서비스제공

○ 제작 기간 : 2008. 7. 28 ~ 8. 15

○ 부수 배부 : 400부(책자형), 전 부서

○ 주요내용 : “나의 친절이 세상을 행복하게 합니다”

∙ 고객응대요령, 방문 및 전화 친절도 향상방안, 친절사례 등

2008년 7월 28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축하蘭 나눔전', 270만원 이웃돕기(복지)

울산시는 지난 정기 인사때 공무원들이 받은 난을 팔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제2회 사랑의 축하난 나눔전'을 28일 열었다. 시는 이날

오전 9시30분 시의회 의사당 3층 대회의실에 지난 7월 정기인사때

공무원들이 받은 난 300여점을 전시한 뒤 시청 공무원들에게 난 1점에

1만원씩을 받아 270만원을 모았다. 시는 이 돈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

금회에 기부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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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7월 29일

2008 적조 피해예방 대책회의 개최(경제통상실)

○ 일시․장소 : 2008. 7. 29(화) 14:00, 3층 상황실

○ 주 재 : 정무부시장

○ 참석대상 : 12명(시, 구․군, 국립수산과학원 울산수산사무소,

울산해양경찰서, 수협, 어업인 등)

○ 회의내용 : ’08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상황 및 협조사항 토론 등

2008년 7월 29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보건환경硏 대기분야 측정 '적합기관'(환경)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월과 6월에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대기분야 측정분석 능력평가에서 '적합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평가결과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준비사항 5점, 채취장치 구성 25점,

누출 확인시험 15점, 시료채취 과정 33점, 측정결과 산정 19점 등

총점 97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우리 연구원은 매년 대기분야 뿐만 아니라

악취, 실내공기질, 수질, 먹는물, 토양, 폐기물 분야 등의 측정 분석

숙련도 시험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오염물질 대기분야 측정분석 능력평가는 이 분야의 정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매년 전국의 시.도 보건환경

연구원, 환경관리청, 환경관리공단, 대기오염도 검사대행자, 측정대행

업체 등 150여개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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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울산서 '세계조선산업포럼'(산업)

울산시는 울산을 세계 조선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내년 조선의

날(6월28일)에 세계조선산업포럼을 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울산 롯데호텔에서 주봉현 정무부시장과

윤범상 울산대 조선해양공학부 학부장, 현대중공업 및 한국조선기자재

공업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조선산업포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에 울산에서 열리는 조선의 날 기념행사로

세계조선산업포럼을 열기로 하고 조직위원회와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포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학술기획분과와 조선기술 및

정책분과, 해외홍보 및 유치분과, 행사기획분과 등 4개 분과를 조직했다.

포럼의 주요 초청대상은 조선관련 국제기구 주요 인사, 대형 선주사

및 선주협회 대표, 선급협회장, 한중일 조선협회장, 세계 10대 조선사

CEO 및 국내 조선소장, 국내외 조선분야 주요 대학 교수 및 고위 공무원

등이다.

또 오는 9월 세계조선 산업포럼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울산의 조선산업은 지난 1972년 3월 현대중공업이 준공되면서

시작돼 현재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전세계 선박건조의 12.4%를

차지하고 있는 등 세계 조선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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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올 상반기 수출 전국 1위, 404억 달러(경제)

울산이 올 상반기 수출실적 전국 1위에 올랐다. 울산시는 올 상반기

울산지역 수출액은 전년 상반기보다 33.3% 증가한 404억 달러를 기록,

2위인 경기도(327억 달러)를 제치고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올 상반기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이 116억1천400만 달러

(28.7%)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69억7천800만 달러(17.3%), 조선 67억

8천100만 달러(16.8%), 석유화학제품 61억1천만 달러(15.1%), 자동차

부품 19억 3천800만 달러(4.8%), 정밀화학 7억100만 달러(1.7%)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주요 수출국가는 중국이 74억400만 달러(18.3%)로 최고를 기록했고

미국 33억7천300만 달러(8.3%), 일본 26억8천400만 달러(6.6%), 싱가포르

22억8천400만 달러(5.6%), 홍콩 14억6천200만달러(3.6%) 등이었다.

특히 전국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으나 울산은 올들어

지금까지 누계 수지 5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울산정밀화학센터서 폭발사고, 3명 사상(사회)

29일 오후 5시5분께 울산시 중구 다운동 울산정밀화학센터에서 2층

화학소재분석실에서 폭발사고와 함께 화재가 났다.

이 사고로 정밀화학센터 연구주임 한모(35)씨가 그 자리서 숨지고

실험용 테이블납품업체인 CHC Lab직원 이모(37), 분석실 이용업체인

우성환경 직원 서모(33)씨 등 2명은 크게 다쳐 시내 동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강한 폭발로 2층 화학소재분석실과 1층 실험실 등 건물이 크게

파손되고 전체 4층 건물의 외벽 유리창이 모두 깨졌으며 유리 파편과

건물 파편 등이 20여ｍ나 튕겨져 나가는 등 주변이 아수라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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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폭발과 함께 화재가 나면서 분석실의 물질분석장비 등 실험장비

10여종이 불에 타 7억8천 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사고건물 주변에는 다행히 주택이 없어서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사고 현장 인근에 있었던 다운목장 관리소 직원 박모(66)씨는 "'꽝'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아 뛰어가보니 건물 안에서 사람 서너명이

튕겨져 나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며 "유독성 연기가 많이 나

접근이 힘들어 소방서에 연락했다"고 말했다.

울산소방본부는 불이 나자 화학차와 소방차 등 21대와 70명의

소방인력을 동원, 30여분만에 진화했다.

소방본부와 경찰은 실험용 테이블을 설치하던 중 화학소재분석실의

원소분석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울산화학산업의 산실'로 지난해 3월 개원한 울산정밀화학센터는

지난 2005년 5월 울산시가 국비와 시비 337억원을 출연, 중구 다운동에

4층 센터 본부동과 3층 시험 생산동 등 2개 건물로 이뤄져 있다.

한국화학연구원 울산지원센터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정부기관의

연구소 등이 입주해 있는 이 센터는 사무실과 연구실 등 29개실로

구성돼 있으며 울산 지역 180여개 정밀화학업체들의 R&D 지원창구

역할을 하고 중소 정밀화학업체 및 신규 벤처업체들에게 기술을 지원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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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30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공단 폐열 활용한 울산 호접蘭 육성 '최우수'(환경)

공단 폐열로 난방 시스템을 개발해 수출 작목인 호접란을 키우는

울산의 화훼산업이 2008 전국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됐다.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울산난 육성사업단은 최근 지식경제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전국 30개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평가에서

울산의 '공단폐열 및 폐기물 매립지를 활용한 지역 특화난 육성 사업'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고유가로 국내의 화훼산업 등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울산난 육성 사업단이 울산공단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한 난방 시스템을 개발해 호접란을 재배하고

있는 연구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울산난 육성사업단은 이번 평가로 오는 2010년까지 국비 3억원을

받게 된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7월 31일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상수도사업본부)

○ 기 간 : 2008. 7. 31 ~ 8. 1(2일간)

○ 대 상 : 3개 사업, 240,000천원 지원

∙ 울주군 : 노견정비공사 외 1건

∙ 울산시 교육청 : 급식비․학자금 지원 등 육영사업(11개 학교)

○ 주요내용 : 목적외 사용여부 점검 및 사업 조기완료 독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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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3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전하2, 3동 통합 90.3% '찬성'(행정)

울산시 동구청은 전하2동과 전하3동의 지역 주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동 통합에 대한 찬반조사를 벌인 결과 90.3%인 1천84명이 통합에

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30일까지 2개 동 주민 각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전하2동 주민은 찬성 540명(90%),

반대 60명(10%), 전하3동 주민은 찬성 544명(90.6%), 반대 56명(9.4%)로

집계됐다.

동구청은 주민의 90%가 압도적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통합에 필요한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하기로 했다.

또 12월에는 통합 동의 청사개소식을 열 계획이다. 동구청은 통합

되는 동의 명칭을 전하2동으로 하고 현재 전하 3동 주민센터를 통합 동의

청사로 활용하기로 했다.

동구청 자치행정과 김일만 담당은 "행정안전부의 소규모 동 통폐합

권고 방침에 따라 동구지역의 전하2, 3동을 내년 1월부터 통폐합 운영

하기로 하고 11회에 걸친 주민설명회에 이어 주민 설문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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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8월 1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도․점검(복지여성국)

○ 점검기간 : 2008. 8. 1 ~ 8. 31(1개월간)

○ 점검대상 : 70개소(교육기관 18, 실습기관 52)

○ 점 검 자 : 3개조 6명

○ 점검항목 : 35개항목(교육기관 25, 실습기관 10)

○ 주요 점검사항

∙ 교육시간 단축운영 및 결석묵인 등 허위교육 여부

∙ 강사관리 및 현장실습기관 실습 이행 여부

∙ 노인복지법 및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준수여부 등

2008년 8월 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기업체 환경오염물질 줄이기 '앞장'(환경)

울산지역 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저감키로 한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상당히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3단계(2006년3월∼2010년12월)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한

SK에너지㈜ 등 23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2007년도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3만9천349t의 오염물질을 배출해 지난 2003년 기준

배출량 5만9천978t보다 34%(2만629t)나 저감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07년 목표(배출량 4만8천63t, 저감량 1만1천912t) 대비 8천

717t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 저감된 오염 물질은 아황산가스(SO2)

1만1천917t(41%), 질소산화물(NO2) 7천835t(27%), 먼지 877t(61t)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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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환경오염 방지시설 투자에 752억4천400만원이 투입됐으며

시설은 저녹스 버너 설치(2건), 연료 변경(3건), 보일러 폐쇄(1건), 방지

시설 보완 및 첨가제 투입(12건)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체별로는 케이오씨㈜가 외부스팀 구입사용에 따른 보일러

폐쇄로 오염물질을 제로화했으며 현대자동차㈜는 LNG 전환으로 오염

배출량을 97%(285.5t → 7.7t 배출) 저감했다.

3단계 자율환경관리협약은 지난 2006년 3월29일 이 지역 대형사업장

23개사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오는 2010년까지 오염방지시설 등에

모두 3천210억원을 투자해 오염물질(SO2, NO2, 먼지 등) 2만3천t(2003년

배출량 5만9천978t 기준)을 자발적으로 저감하기로 했다.

2008년 8월 2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기업 "원자재價 상승으로 수출차질"(경제)

울산지역 대부분의 수출업체들이 원자재가격 상승 때문에 올해

수출차질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무역협회 울산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 지역의 62개 수출

업체를 대상으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90%가 당초 목표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이 가운데

34%는 10%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정부 지원책으로는 45%가 산업용 유류의 세제감면 등

조세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29%는 환율안정, 12%는 정부비축

원자재 공급 확대, 8%는 대체 원자재 개발 및 발굴 지원, 6%는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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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상북면 주민들 "농업진흥지역 해제" 청원(경제)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주민들은 2일 지역 국회의원과 시․군의회

등에 "면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울산시가 주민의 동의 없이 길천일반산업단지를 조성

하면서 진입도로 때문에 마을이 둘로 갈라지고 마을이 도로보다 낮아

홍수피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렇게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과

생산녹지를 해제해 주거 및 상업용지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것과

길천일반산업단지 내 녹지공간 확보, 체육 및 휴게시설 설치, 산업단지

주변 하천 둑 보강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산업단지 조성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울산시가 지난 2005년 상북면 길천리 일대를 일반산업

단지로 지정하고 오는 2011년까지 1.2차로 나눠 모두 154만8천㎡ 규모의

공단 개발에 착수하자 공단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주변을 같이 개발

해야 한다며 반발해 왔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8월 4일

울산푸름이단(C․G-10 자원봉사단) 정화활동(환경녹지국)

○ 일시․장소 : 2008. 8. 4(월) 11:00, 구영리 점촌교 일대

○ 참석인원 : 120여명(푸름이회원 및 관계공무원)

○ 행사내용 : 폭우 쓰레기 수거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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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카누․수영대회 적극 유치"(체육)

울산시는 지역의 문화체육과 생태환경,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에 적극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11년에 열릴 제14회 아시아 카누선수권

대회를 물이 맑기로 유명한 태화강에서 개최하기 위해 수상스포츠

관련단체와 중앙부서를 대상으로 유치전에 나섰다.

시는 이 대회에 25개국에 1천여명이 넘는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기

때문에 유치에 성공할 경우 태화강이 세계적인 생태하천으로 부각되고

울산이 친환경 생태도시라는 사실을 크게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오는 2014년에 열릴 제10회 아시아 수영선수권대회와

제12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도 적극 타진하고 있다.

아시아 선수권에는 40개국 1천500여명, 세계 선수권에는 무려 80

개국 3천여명이 참가하기 때문에 유치가 성사될 경우 문수실내수영장

등 국제 수준의 체육시설 홍보와 함께 울산이 세계적인 산업․환경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울산이 친환경 생태도시라는 사실이 국내에는 상당히

부각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아직 홍보가 부족하다"며 "풍부한 문화

체육, 환경, 관광자원을 활용해 국제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세계 중심도시

도약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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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노사분규↓ 상생선언 ↑, '안정 추세'(사회)

올해 울산지역 노사분규가 줄어드는 등 지난해에 이어 노사관계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노동지청은 "2006년까지는 매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둘러싼

노사분규가 10건 이상 발생했지만 2007년에는 8건으로 한자릿수 이내로

줄어들었고 2008년 상반기에도 작년에 비해 훨씬 줄어든 1건만 발생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노사가 대외적으로 발표한 노사상생 및 노사협력 선언 사업장도

2007년도 상반기에는 17건 뿐 이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모두 51개

사업장이 노사협력 선언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최대의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과 산하 협력

업체가 잇따라 임단협이 마무리 됐고 화학업계도 구조조정 관련 갈등이

예상됐지만 집단 감원 등의 충격이 없는 구조조정을 통해 추진됐으며,

효성, 태광, 대한유화, 삼성정밀화학 등 대규모 화학업체도 속속 임단협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은 울산지역 연대노조가 지난달

14일부터 이틀간 관내 정화 및 청소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한 파업 1건

뿐이었다.

울산노동지청은 지난달 화물 연대의 운송료 인상과 관련한 집단

운송거부나 금속노조 울산지부 산하의 일부 업체의 쇠고기 수입반대,

중앙교섭 참여요구 등 집단파업이 있었지만 이들은 순수한 소속 노조원의

임금, 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것이어서 공식적인 노사분규

발생건수로 집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도 현대자동차와 부품제조업의 임단협 관련 불안이 이어

지고 있지만 추이를 지켜봐야한다고 울산노동지청은 덧붙였다. 한편

전국적으로 노사협력 선언 사업장은 올해 상반기 1천340 개 사업장으로,

전년 동기의 441건에 비해 약 3배(3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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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혁신도시 이주민에 '직업전환' 훈련"(교육)

"울산혁신도시 이주민들은 직업훈련 받아 보세요" 울산시가 중구

우정동 일대에 건설중인 혁신도시에 거주지가 편입돼 이주해야 하는

주민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직업전환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5일 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지구내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쉽게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건설기계, 제과제빵, 요리(한식,양식,일식), 미용, 컴퓨터그래픽, 한식

밑반찬요리 등의 직업훈련을 시킬 예정이다.

이들 직종 외에도 희망에 따라 추가 훈련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혁신도시 지구내 약사, 장현, 유곡마을의

주민 272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희망자 수에

따라 전문기관 위탁훈련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들어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상 주민 지원

대책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 같은 훈련이 가능해졌다"며 "이주민은

물론 자녀들까지 무료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울산혁신도시의 토지보상은 78%, 지장물 보상은 88%가 각각 진행된

가운데 사업구간 1.2공구 가운데 1공구는 착공해 현재 1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2공구는 오는 10월께 착공할

예정이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8월 6일

제6회 K-water 사장배 물사랑 전국조정대회(문화체육국)

○ 일시․장소 : 2008. 8. 6 ~ 8. 8(3일간), 태화강(번영교~학성교)

※ 개회식 : 8. 6(수) 11:00, 학성배수장 앞 중구둔치 축구장

○ 참가규모 : 134개팀 317명(중등16, 고등142, 대학72, 일반87)

○ 주최․주관 :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조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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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출생아 수 2년연속 증가(사회)

울산지역의 2007년 출생아 수가 2006년에 비해 11.5% 증가하면서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1만1천918명으로 2006년의

1만685명에 비해 11.5%인 1천233명이 늘어났다.

지역의 출생아 수는 지난 1997년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 2006년에

처음 2.5% 증가했고 이로써 2년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또 지난해 지역의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의 수)는 106.8로

정상(103∼107)에 진입해 지난 1997년(112.9)부터 2006년(111.8)까지의

심각한 불균형이 해소됐으며, 셋째아 이상 출생수는 966명으로 2006년의

865명에 비해 11.7%인 101명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출생아는 지난해 전국평균 증가율 10%보다 더

많이 늘어났으며, 특히 전통적으로 남아 출생이 많던 성비의 심각한

불균형이 해소돼 남아선호 사상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울주군 추가재원 523억 용처 '고민되네'(행정)

울산시 울주군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500억원대에 이르는 거액의

재원이 추가로 발생하자 이를 어떻게 사용할 지를 놓고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6일 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울주군 온산읍 관내의 대기업인 에쓰

오일이 자사 주식을 판매해 막대한 주가 차액을 남기면서 법인세할

주민세 200억원 상당이 관할 지자체인 울주군의 지방세입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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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의 교부세가 늘어나 105억원 상당이 내려온데다 그동안

예산 10% 절감계획 추진을 통해 절감한 218억원 가량의 추가 세입까지

발생해 총 52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재원이 추가로 마련된 것이다.

울주군은 이같이 거액의 추가 재원이 발생하자 지난달 제1회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한지 한달여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는 등 이 재원을 필요한 사업을 위해 적절히

활용하기로 했다.

울주군은 일단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우리밀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우선 투자하기로 내부

방침을 마련했다.

또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부족 예산과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 및 군비 부담분 등에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하고 부서별로부터 필요한 예산계획을 제출

받았다.

울주군은 오는 14일까지 예산부서에서 실무작업을 거쳐 추경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오는 20일 울주군의회의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8월 7일

보건복지분과 정책자문단 운영회의 개최(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8. 7(목) 11:00

○ 장 소 : 3층 상황실

○ 참석대상 : 28명(보건복지분과 위원 10명, 공무원 18명)

○ 행사내용 : 제3기 정책자문단 위촉패 수여, 현안사항 업무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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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언양에 공립 인문고 설립 추진(교육)

울산시교육청은 도농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울산의 서부권인 울산시

울주군 언양지역에 공립 인문계 고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언양지역에는 전문계고교인 미래정보고, 울산자연과학고,

사립인 울산경의고 등 3개 고교가 있고 오는 2010년 특목고인 국제고가

설립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장기적인 서부권 개발에 따라 공립 인문계

고교를 한 곳 더 지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농업계열인 울산자연과학고나 상업계열인

미래정보고 가운데 한 곳을 인문계고교로 전환하거나 지난 2000년

부지를 매입한 (가칭)언양여중 부지에 인문계고교를 짓는 방안을 추진

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에는 언양중과 신언중 등 2개 중학교 밖에

없고 이들 두 학교에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진학하는 경의고의 경우에도

24학급에 전체 학생이 900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37명선 밖에 안돼

사실상 당분간 인문계 고교 설립 요인이 없는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언양은 역세권 개발 지역으로 앞으로 인구가 늘

개연성이 높다"며 "지역 주민들이 농촌지역 학력신장 방안의 하나로

공립 인문계 고교 설립을 원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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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독도서 '일본 항의 결의문' 발표(정치)

울산시 울주군의회(의장 서우규) 의원들은 7일 경북 울릉군의회의

초청으로 독도를 방문,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채택한

"일본은 독도 영토 망언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서 의장 등 울주군의회 의원 10명은 결의문을 통해 "독도는 유구한

세월동안 한결같이 우리의 생활터전이었으며 우리 조상의 얼이 서려

있는 엄연한 우리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일본이 도발을

행하는 것은 한일관계의 마지막 신뢰까지도 무너뜨리는 몰지각한

행위로서 울주군민과 경북도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망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독도를 방문한 관광객들

에게 배부하기도 했고 독도경비대도 방문해 격려했다.

울주군의회는 지난 1992년 10월6일 울릉군의회와 자매결연한 인연을

이어 앞으로 상호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8월 8일

제8회 동구 해변축제 개최(동구)

○ 기 간 : 2008. 8. 8 ~ 8. 10(개막식 8. 8(금) 20:00)

○ 장 소 : 일산해수욕장 및 대왕암공원 일원

○ 참석인원 : 5,000여명

※ 주요참석인사 : 100여명(시장, 구청장, 시․구의원 등)

○ 주요행사

∙ 주간행사 : 방어잡기, 바다그물 후리기 등 6개 행사

∙ 야간행사 : 축하공연, 해양퍼레이드 등 10 행사

∙ 상설행사 : 페이스페인팅, 점핑클레이 등 4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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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8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내년도 긴축재정 불가피"(행정)

울산시는 8일 각 부서에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시달하면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만큼 예산절감 시책을 계속 이행하라"고 당부했다.

시는 "내년 자체세입의 경우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증가를 기대

하기 어려운 반면 세출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 때문에 건전재정

및 계획재정을 실현하고 예산절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경상 예산은 가급적 절감, 적정화를 도모하고

사업예산은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며, 주요 투자사업은

투자의 효율성 및 우선순위를 철저히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기관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도 내년부터 정부가 한도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지원기준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008년 8월 9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서 결혼이민자 부부에 '무료건강검진'(복지)

"결혼 이민자 부부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해드립니다." 한국건강관리

협회 울산광역시지부(본부장 이우광)는 오는 11일부터 11월 말까지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행사를

갖는다고 9일 밝혔다.

건강관리협회에 따르면 4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무료 건강검진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번째이며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결혼

이민자 1천135명을 대상으로 하고 배우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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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은 일반 진찰과 신체 계측, 혈압 등 기초진단과 소변, 간기능,

당뇨, 고지혈, 빈혈, B형간염, 성병, 에이즈, 흉부 X-선촬영, 심장기능,

자궁 세포진(여성) 등 모두 23개 종목에서 이뤄진다.

검진 장소는 오는 13일 울주군 상북면사무소, 14일 두동면 사무소,

19일 북구종합복지관, 20일 온산읍 사무소 등이다.

건강관리협회 최상철 홍보교육과장은 "무료검진은 배우자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무료검진신청서를

작성해 지역별로 정해진 일시에 검진을 받으면 된다"며 "출장 검진에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는 분은 중구 학성동에 소재한 건강관리협회

울산광역시지부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고 말했다.

2008년 8월 10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양산-경주 '경계지점' 녹화사업 추진(환경)

울산시는 생태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양산, 경주로 이어지는

경계지점에 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6억원을 들여 올 연말까지 울주군 웅촌면 양산

(경남) 경계지점 1천700㎡와 북구 신명동 경주(경북) 경계지점 3천500㎡

등 모두 5천200㎡에 울산시 표지석과 고래도시를 상징하는 조형물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이곳에 배롱나무와 은행나무, 초화류 등 모두 1만3천여 그루를

심어 소공원으로 조성, 울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생태산업도시 이미지를

심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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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8월 11일

문화집회시설 소방안전대책 추진(소방본부)

○ 기 간 : 2008. 8. 11 ~ 8. 21(11일간)

○ 대 상 : 38개소(공연장 7, 집회장 14, 관람장 3, 전시장 14)

○ 점 검 반 : 소방서 검사전담반

○ 주요내용

∙ 특별 소방안전점검 :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작동․유지관리 상태 등

∙ 관계자 등 소방안전교육 및 민․관합동 소방훈련 실시

간절곶 관광회센터 개장식(울주군)

○ 개 장 일 : 2008. 8. 11(월)

○ 위 치 : 서생면 대송리 산 28 (간절곶 공원내)

○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1동, 연면적 1,708㎡)

∙대송 어촌계 주관, 100여명 참석

2008년 8월 1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세계드래곤보트대회 슬로건 공모(체육)

울산시는 내년에 개최할 '제4회 세계드래곤보트(龍船) 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대회 이미지와 가치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슬로건을 공모할 계획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개최도시 울산의 이미

지를 담고 대회를 통한 국제적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는 슬로건을

공모하며, 응모자격 제한없이 시청 체육지원과로 우편이나 e-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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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9월께 심사결과를 발표해 당선작 1명에게 5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고 당선작이 없을 때는 가작 2명에게 각각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며, 응모자 전원에게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

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지난 4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카누연맹 이사회

에서 2009년 세계 드래곤보트 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 7월10일∼12일 물 맑기로 이름난 태화강에서 20개국 1천

5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대회를 개최한다.

드래곤보트는 앞 부분이 용머리 모양의 화려한 장식을 한 배로

10∼20명이 고수의 북소리에 맞춰 동시에 노를 젓는 것이 특징이며

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에서 인기가 많고 최근 국내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수상 레저스포츠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8월 12일

에너지산업 연구개발․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경제통상실)

○ 일시․장소 : 2008. 8. 12(화) 11:40, 3층 상황실

○ 협약기관 : 울산광역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참 석 자 : 13명(시 3, 에너지기술원 6, 과기대 4)

○ 체결내용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 설치에 관한 사항

∙ 미래 에너지산업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한 협력 등

세계조선포럼 개최관련 업무협의(경제통상실)

○ 일자․장소 : 2008. 8. 12(화), 지식경제부, 한국조선협회(서울)

○ 참석대상 : 5명(한국조선협회장, 정무부시장 등)

○ 주요내용

∙ 세계조선포럼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 논의

∙ 세계조선포럼 추진관련 협조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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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12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 설치 가시화(산업)

울산시는 12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과

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산업 연구개발

및 보급확대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박맹우 시장과 한문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조무제 울산과

학기술대학교 총장은 협약서에서 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 설치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 초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2010년

까지 분원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기관은 또 미래 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과 보급촉진, 인력

양성 및 교류, 연구시설과 기자재의 공동활용, 지역 기업체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방안 모색 및 자문, 정보교환과 상호 시너지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430여명의

연구인력을 갖추고 있는 국내 최대 에너지기술 연구의 산실이며, 국내

최초의 법인화대학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내년에 개교해 에너지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분원이 설치될 경우 지역

에너지산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에너지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될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연구원의 기술력이 접목돼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내며 미래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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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8월 13일

2009년 당초예산 편성 시민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기획관리실)

○ 기 간 : 2008. 8. 13 ～ 9. 12 (1개월)

○ 대 상 : 10억원 이상 주요투자사업 (우선순위 설문)

「연꽃가요제」개최(남구)

○ 기 간 : 2008. 8. 13(수) ～ 8. 15(금)

※ 개막행사 : 8. 14(목) 19:00

○ 장 소 : 선암댐 수변공원내 연꽃지 일원

○ 참여인원 : 4,000명 정도

○ 주요행사 : 연꽃가요제 및 축하공연, 사진촬영대회, 뗏목·보트체험,

풍등 날리기, 전통등·연꽃 전시, 연꽃테마행사 등

2008년 8월 13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태화들 해바라기 10만포기 '활짝'(환경)

"울산 태화강변에 해바라기꽃이 피었습니다." 13일 울산시 농업기술

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 청보리를 베어낸 중구 태화들(십리대숲 옆 생태

공원 2단계 조성예정지)에 해바라기 10만포기를 심었으며, 현재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이곳을 찾는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태화강변의 해바라기는 키 작은 관상용이 아니라 키가 2ｍ이상

자라고 씨앗을 수확할 수 있는 재래종으로 다음 달께 2만㎡ 규모의

군락에 꽃이 만개할 것으로 보여 시민들에게 진한 향수를 전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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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는 이곳에서 오는 10월 초순께 씨앗 5t을 수확해

시험적으로 해바라기유(油)를 짜고 일부는 농가보급 종자용으로 사용

하며, 같은 장소에 다시 청보리를 심을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는 해바라기 재배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쓰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씨앗을 뿌린 뒤 지면에서 1ｍ정도의 높이로 코가 넓은

그물을 쳐서 군락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민 50% "주택 미분양 고분양가 탓"(건설)

울산지역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민 2명 중 1명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분양 사태'의 원인

으로 '높은 분양가'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울산지역 온라인 부동산정보사이트 '울산114'가 지난 7월 14

일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울산에서 주택 미분양이 계속되는 원인을

물은 결과 응답자 242명 가운데 50%(121명)가 '고분양가'라고 답했다.

이어 '공급과잉'이 31.0.%(75명),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9.1%(22명) 순이었으며 '양도세 등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5.4%(13명),

현재는 폐지된 '전매/대출규제'라고 답한 사람은 4.6%(11명)였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울산의 미분양주택은 9천575

세대로 전국 7대도시 중 3번째이나 인구 비례로 환산할 경우 전국 최고

수준이다.

울산 시간당 최대 69㎜ 폭우, 1명 사망(사회)

13일 오전 울산 일부 지역에 시간당 최대 69㎜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1명이 사망하고 차량 수십대가 파손되는 등 큰 피해가 났다.

이날 오전 2시40분께 울산시 남구 무거동 울산대학교 앞 주유소

부근 저지대 도로에 갑자기 내린 폭우로 70㎝ 깊이의 물웅덩이가

생기면서 대학생 김모(21.여)씨가 이 웅덩이에 빠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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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울산대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도로 가장자리에 생긴 급물살에

휩쓸려 30여ｍ를 떠내려가 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

비슷한 시각 남구 무거동 모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입구에서 토사와

급물살이 주택가를 덮쳐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 100여대가 파손되거나

침수되고 인근 주택과 아파트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

남구 달동 현대해상앞 도로도 배수구가 막혀 물이 역류하면서

아베골프 등 일대 상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울산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3시간여동안 울산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최대 122.5㎜의 폭우가 내렸으며 0시에 호우주의보, 오전

1시에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3시40분께 해제됐다.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중구가 109.5㎜, 남구가

122.5㎜를 기록한 반면 동구 울기등대 인근은 51.5㎜, 울주군은 19.5∼

38.5㎜가 내렸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8월 14일

광복 제 63주년 및 건국 60년 경축행사 개최(행정지원국)

○ 경축 전야음악제

∙ 일 시 : 2008. 8. 14(목), 20:00~21:3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뒤란 공연장)

∙ 참여인원 : 1,200여명

∙ 내 용 : 시립예술단 가수 공연 및 합창

○ 경축식

∙ 일시 장소 : 2008. 8. 15(금) 10:00,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참석인원 : 1,500여명

- 기관 단체장, 지역인사, 시민, 학생, 군 경, 공무원 등

∙ 행사내용 : 국민의례, 기념사,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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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 모범 어린이 시청 방문(행정지원국)

○ 일 시 : 2008. 8. 14(목), 13:30~14:40

○ 방문인원 : 79명(강원도 고성군 초등학교 학생, 교사 등)

○ 내 용 : 환영오찬(12:00, 문수컨벤션센터 루브르홀) ⇒시의회

방문 ⇒홍보영상물 상영, 환영사(14:15) ⇒기념품

증정 ⇒기념촬영

○ 주 최 : (사)바르게살기운동울산광역시중구협의회

2008 태화강 대숲 납량축제(문화체육국)

○ 일시․장소 : 2008. 14 ~ 8. 16(3일간), 태화강대숲공원 일원

※ 개막식 : 8. 14(목) 20:30, 불고기단지 축구장

○ 참여인원 : 4,000명 정도

○ 주요내용 : 퓨전콘서트, 악극(배비장전), 도깨비포토존 등

○ 주 관 : 한국연극협회 울산광역시지회

제10회 나라꽃 무궁화 및 사진 전시회 개최(농업기술센터)

○ 기 간 : 2008. 8. 14 ~ 8. 16(3일간)

○ 장 소 : 울산대공원 남문광장, 문화예술회관 광장

○ 행사내용

∙ 울산대공원 : 분화전시(49종 1,100분), 묘목 무상분양(2,000본)

∙ 문화예술회관 : 8.15 광복절 기념식장 무궁화 사진전시(60점)

○ 기타사항 : 산림청 주관 무궁화 큰잔치(8.12.~8.17.) 분화 25점 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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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유적․유물 '일괄 정리', 圖錄 발간(문화)

"울산의 발굴 유적과 유물을 정리했습니다." 울산시가 14일 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유적과 출토된 유물을 정리한 '울산의 유적과 유물'을

발간했다.

'발굴로 드러난 울산의 역사'라는 가제가 붙은 이 도록은 총 408쪽에

가로 25㎝, 세로 31㎝의 컬러판으로 1961년∼2006년 지역에서 발굴

조사된 유적 가운데 대표적인 60여곳을 선별해 유적의 내용과 의미를

소개하고 주요 유물을 수록했다.

편집은 신석기유적, 청동기유적, 고대유적, 고려ㆍ조선시대유적,

불교유적, 부록 등 6편으로 꾸며졌다. 신석기유적에서는 1974년 국립

중앙박물관에 의해 덧무늬토기 등이 발굴된 신암리유적과 2000년

동국대매장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조개팔찌 등이 출토된 세죽유적지,

2004년 울산문화재연구원이 발굴한 궁근정리유적 등을 다뤘다.

청동기유적에서는 1990년 돌화살촉이 출토된 검단리유적과 1996년

반달돌칼이 출토된 방기리유적, 1998년 집자리와 논이 확인된 무거동

옥현유적, 2004년 그물추가 출토된 화정동유적, 1999년 마을유적이

발굴된 천상리유적, 2001년 돌널무덤이 출토된 황토전유적 등을 소개했다.

고대유적으로는 1991년 청동솥과 오리모양토기가 출토된 대대․

하대리유적과 1991∼1994년에 걸쳐 목걸이 등 장신구와 갑옷이 출토된

중산동유적, 2001년 석축시설과 독무덤이 출토된 사연리 늠네유적 등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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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ㆍ 조선유적에서는 1985년부터 수 차에 걸쳐 발굴된 병영성과

2000년 '彦陽仁壽'(언양인수) 명 분청사기 파편 등이 출토된 하잠리가

마터, 2000년∼2002년 백자사발과 연꽃무늬 수막새가 출토된 방리유적,

2002년 발굴된 개운포성터 등을 수록했다.

또 불교유적으로는 1984년 금당터 기단석과 청동여래입상 등이

출토된 간월사터, 2000년 '康熙四十一年'(강희41년) 명 암막새와 용얼

굴무의 기와가 출토된 장천사터, 2001년 목판과 '卒'(졸) 명 장기알이

출토된 운흥사터의 발굴기록을 담았다.

마지막 부록편에는 강릉대 이성주 교수의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본

울산의 삼한.삼국.통일신라시대 유적' 특별논고와 울산지역 주요 유적

조사표를 실었다. 이와 함께 각 편마다 울산의 덧무늬 토기, 환호유적,

울산형 집자리, 논유적, 청동솥, 오리모양토기, 성터, 도자기와 가마터,

제철유적, 부도 등에 대한 도움글을 실어 시민과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산업수도․생태도시 울산 놀라워요"(사회)

"공장 정말 크네요. 공기 깨끗한 울산에 감탄했어요." 바르게살기

운동 울산중구협의회의 초청으로 지난 12일 울산을 찾은 강원도 고성군의

모범어린이와 인솔교사 등 50여명은 울산에 머문 2박 3일 내내 "생각한

것보다 울산은 훨씬 좋은 곳"이라며 탄성을 멈추지 못했다.

첫날인 12일 경주박물관과 석굴암 등 문화유적을 둘러본 뒤 이튿날인

13일 현대자동차와 SK 울산공장, 고리원전 등을 견학한 이들은 울산에

대해 "역시 산업수도"라며 입을 보았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현대차 공장의 생산공정에 큰 관심을 보이며

"어떻게 자동차를 2초마다 1대씩 만들 수 있죠?" "수출은 얼마나 해요?"

등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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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울산대공원과 태화강 십리대숲을 둘러본 이들은 '생태도시'로

변화를 시도하는 울산의 모습을 확인하고 '공장 많고 공해에 찌든 도시=

울산'이라는 선입견을 떨쳐 낼 수 있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울산은 '매연 자욱한 공해도시'라서 숨쉬기

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직접 와 보니 정말 깨끗하고

도로정비도 잘 돼 있어 그 같은 편견이 싹 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14일 오후 울산시청을 방문해 박맹우 시장과 환담을 나눴

으며 울산시 홍보영상을 시청한 뒤 오후 4시께 고성으로 출발했다.

김형섭 고성 죽정초등학교 교장은 "산골 어린 학생들에게 울산의

진면목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 고맙다"며 "아이들이

돌아가서도 '공해도시 울산'이라는 편견을 깨고 산업수도이자 친환경

생태도시로 탈바꿈한 울산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가 지난 1998년부터 매년 강원도 산간

마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방문행사에는 올해 고성

죽정초등학교 등 5개 학교 학생들과 인솔교사 등 59명이 초청됐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8월 15일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제(문화체육국)

○ 일시․장소 : 2008. 8. 15(금) 11:00, 박상진의사 생가(북구 송정동)

○ 참석인원 : 300여명(시의장,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

○ 주요내용 : 추모식, 진혼무 공연, 추모제례, 추모음식 나누기

※ 제관 : 초헌관(시장님), 아헌관(북구청장), 종헌관(최병국국회의원)

○ 주 관 : 고헌 박상진의사추모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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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15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지역 일제 강제동원 보상신청 2162건(행정)

울산시는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지원금 및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 2005년과 2006, 2008년(4~6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2162건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지원금 및 위로금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군인이나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일제에 강제동원돼 ▲이 기간 사망.

행방불명.부상자 ▲국내로 돌아오는 도중 사망. 행방불명. 부상자 ▲국내

생환자 중 생존자 ▲일본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급료나 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나 형제, 자매

등 유족들에게 지급된다.

지급 내용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 1인당 2천만원 ▲부상자의

경우 등급에 따라 300만~2천만원 ▲미지급 급료나 수당의 경우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해 지급하며 생환자 중 아직까지 생존한 사람에게는

신청 연도부터 사망연도까지 매년 의료비 80만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8월 16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예술무대『갈티』(문화예술회관)

○ 일 시 : 2008. 8. 16(토) 20:00

○ 장 소 : 울산대공원 SK광장

○ 출 연 : 58명(합창단 14, 무용단 43, 기타 1)

○ 공연내용 : 무용단 특별공연 “물길” 외 합창단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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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독도사랑 블로그 개설(교육)

울산시교육청은 우리 땅 독도를 바로 알리기 위해 독도 관련 교육

자료를 모은 블로그 '울산독도사랑 나눔터'를 개설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블로그(http://blog.naver.com/cockio)는 독도의 위치와 자연환경,

중요성, 역사, 독도 수업 자료, 독도 관련 보도자료 등의 정보가 실려

있다.

또 이 블로그에 들어가면 원하는 독도 관련 사이트들과 접속할 수

있어 일선 학교의 독도 수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이후 울산지역 일선

학교에서 독도계기 수업을 실시한 자료 등을 모아 블로그를 만들었다"며

"이달 말에는 독도 바로 알리기 홍보용 리플릿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나눠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울산 남구 교통종합상황실 운영(교통)

울산시 남구청(구청장 김두겸)은 울산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최첨단 시설을 갖춘 '교통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교통종합상황실의 개관으로 단속과 행정지도 등 교통행정의 효율

적인 관리가 가능해졌고 울산에서 가장 혼잡한 남구지역의 교통체증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청 본관 4층에 설치된 이 상황실에는 모두 5명이 근무하며

82인치의 대형 LCD TV가 설치돼 남구지역 교통상황을 한 눈에 보여준다.

이 상황실은 특히 교통혼잡 지역에 설치된 16대의 무인카메라를

원격 조정해 관리하며, GPS.GIS 기술을 적용한 2대의 이동단속 차량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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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실에서는 앞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재해 재난 대비, 뺑소니와 절도 등 강력범죄 예방활동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교통혼잡 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며 "이 카메라를 관리하고 실시간 교통상황을 파악해 도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교통종합상황실 현판식은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8월 18일

ubc울산방송 수출배 환송 현장 인터뷰(공보관실)

○ 일 시 : 2008. 8. 18(월) 16:40 ~ (15초)

○ 장 소 : 원예농협 율리지소

○ 방 송 : 2008. 8. 18(월) 저녁뉴스

태화강 지천의 시료채수 및 분석(보건환경연구원)

○ 일 시 : 2008. 8. 18 ～ 8. 22

○ 대 상 : 15지점 45건(지천, 태화강본류, 지천과본류 합류후)

※ 덕현천, 능동천, 양등천, 거리천, 산전천, 명촌천, 언양천, 삼동천,

반천천, 구영천, 굴화천, 척과천, 무거천, 명정천, 유곡천

○ 항 목 : BOD 등 12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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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18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태화교․울산교 '테마교량'으로 '단장' 계획(건설)

울산시는 남구와 중구 시가지를 잇는 교통동맥 태화교와 보행전용

울산교를 주변 환경과 조화된 테마교량으로 단장할 계획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내년에 태화교에 48억원, 울산교에 15억원의

예산으로 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해 태화교는 인근 태화루 및 십리대

숲과 연계한 역사공간, 울산교는 휴식에 초첨을 맞춘 문화공간으로

재창출할 방침이다.

태화교의 경우 태화루(복원예정)나 십리대숲과 인접한 점을 감안해

역사성을 느낄 수 있으면서 친환경적인 색채나 자재를 사용해 새롭게

꾸민다.

특히 그동안 취약했던 보행기능을 살리기 위해 인도의 폭을 현재

보다 넓히고 목재와 철재가 조화를 이루도록 난간을 설치해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가드레일도 설치해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보행전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울산교는 생활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재창출하는데 초점을 둔다.

중구쪽 교량 입구에 지붕을 씌운 목재터널을 만들어 시민들이

커피와 음료수를 마시며 쉴 수 있도록 하고 교량바닥에는 나무를

깔며, 중앙을 따라 길게 화단과 나무의자를 설치해 휴게실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모양의 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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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 의원 "울주에 마리나항 지정해달라"(건설)

한나라당 강길부(울산 울주) 국회의원은 울주군 서생면 진하-강양

일원에 대규모의 요트 계류장을 설치하는 등 마리나 항만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울주군 서생면 진하-강양지역 마리나항 지정 요청서'를

국토해양부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진하-강양은 회야강 하구와 진하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곳으로 많은 요트가 계류할 수 있는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고 인근의 다양한 해양관광자원 등과도 연계할 수 있는만큼 국토

해양부가 용역중인 전국 마리나 항만 개발계획의 기본계획과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마리나항 지정 타당성 검토서를 통해 "진하-강양지역은

회야강과 진하해수욕장이 붙어있고 회야강 양쪽 4㎞ 구간에는 요트나

보트를 정박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태풍이나 해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대규모 방파제를 건설할 팔요도 없어 보상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회야강 하구는 길이 4㎞, 평균 수심이 3∼5ｍ, 강 폭

100∼130ｍ에다 수질이 좋고 풍향이 일정한 방향이어서 마리나항으로

최적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당 지역은 부산 수영만 요트계류장의 4배 규모의 약2천척을

계류시켜 계류비만 연간 60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고 지역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숙식비는 연간 120억원 이상이 예상된다"며 "진하

해수욕장에는 10년전부터 윈드서핑 애호가가 찾고 2005년 부터 울산컵

국제윈드서핑대회도 처음 개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전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울주군

관광회센터-진하해수욕장-명선도-울산신항-장생포고래특구-현대중공업

등으로 이어지는 해양관광자원이 벨트화되어 있어 연계개발도 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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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8월 19일

청렴성 향상을 위한 자가진단(감사관실)

○ 기 간 : 2008. 8. 19 ~ 8. 21(3일간)

○ ‘08년 청렴․투명행정 실천계획에 의거 공직자들이 자신의 부조리

위험성을 자율적으로진단할수있는척도 마련

○ 방 법 : 원클릭 울산 팝업창의 설문을 통한 자가진단

○ 내 용 : 청렴도를 자기 스스로 진단하는 10문항 제시

울산암각화전시관 운영 관련 간담회 개최(문화체육국)

○ 일 시 : 2008. 8. 19(화) 14:00

○ 장 소 : 울산 암각화전시관 회의실

○ 참석대상 : 12명(암각화 관련 단체 7, 시 공무원5)

○ 주요내용 : 암각화 전시관 운영방안 협의

2008년 8월 19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부산시, 합동 中企시장개척단 파견(경제)

울산시는 부산시와 합동으로 조선기자재 및 기계 플랜트 관련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수출시장개척단을 오는 20일부터 중국 등에

파견할 계획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역 덕성에스아이, 대화엔지니어링 등 2개사와

부산지역 7개사 등 9개 업체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은 중국(다롄)과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수라바야), 인도(뭄바이) 등 3개국에서 6월10일까지

현지 업체들과 수출상담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이들 업체의 마케팅 활동을 돕기 위해 편도항공료와 해외시장

조사비, 상담장 임차비, 통역료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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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환경단체, 풍력발전단지 재추진에 반발(환경)

울산지역의 반대여론으로 한때 보류된 것으로 알려진 울산시 울주군과

경남 밀양시 일원의 영남알프스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재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울산 환경단체와 자치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민간업체인 경남신재생에너지(대표 이재혁)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 1천억원대의 사업비를 투입, 경남 밀양시와

울산시 울주군 경계의 천황산 일대에 조성예정인 밀양.울산 풍력발전

단지가 최근 상세설계를 완료하고 이르면 연말께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남신재생에너지측은 "2010년 상반기 상업운전을 목표로 연간 12만

㎿의 전기를 양산하는 풍력발전기를 건설, 본격 가동에 들어갈 계획"

이라며 "이 같은 발전규모는 국내 풍력발전단지로서는 국내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이며 국내 풍력발전 전체 생산량의 36%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또 "이번 풍력발전단지는 연간 총 3만여 가구(4인기준)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이며 이를 통해 연간 126억원 규모의 매출액을 올리는

동시에 7만3천t에 이르는 이산화탄소 저감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 정현종 이사는 "풍력발전단지는 오염배출원이 전혀 없는

친환경적인 발전소"라며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모하고 환경오염배출 가능성이 큰 산업중심으로 발전해온 울산이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청정에너지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갈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울산생명의 숲 등 울산지역 환경, 사회단체와 울산시, 울주군

등 자치단체는 "영남알프스 일원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결사반대 한다"며

반발하는 등 종전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계속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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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8월 20일

제5회 에너지의 날 행사 개최(경제통상실)

○ 일시․장소 : 2008. 8. 20(수) 17:00~21:00, 롯데백화점 광장

○ 주 관 : 녹색에너지촉진포럼, 에코폴리스울산범시민추진위원회

※ 울산광역시와 KBS울산방송국 후원

○ 참석대상 : 150여명(시민단체 및 기업체, 학생)

○ 행사내용 : 피크타임 에어컨 끄기(14:00~15:00), 기념식(19:00),

5분간 소등행사(20:20) 등

국가예산 확보 관련 중앙부처 방문(경제통상실)

○ 일시․방문기관 : 2008. 8. 20 ~ 8. 21,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지역국회의원 등

○ 방 문 자 : 경제통상실장, 담당부서장 등 5명

○ 주요내용 : 주요사업에 대한 ’09년 국가예산 확보 건의

∙ 자유무역지역 지정, 영남권 오토벨트 구축사업 등

2008년 8월 20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대생 '아시아프 프라이즈' 수상(교육)

울산대학교는 서양화 전공 윤혜정(4년)씨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문화관광부와 조선일보가 주최해 서울역 옛 역사에서 전시회 형태로

열린 '아시아 대학생 청년작가 미술축제'(아시아프. ASYAAF)에서

'아시아프 프라이즈'를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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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회는 아시아 11개국 105개 대학에서 777명의 현대미술 유망주

들이 1인당 2개 작품씩을 출품했으며 아시아프 프라이즈는 윤씨를

포함, 7명이 수상했다.

윤씨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느껴지는 낯설음을 속도감 나는 이미지로

표현한 작품 'CITY-낯선일탈'(Oil on canvas, 89×146㎝)과 'CITY- 낯선

일탈Ⅰ'(Oil on canvas, 89×162㎝)을 출품해 이 상을 받았다.

이 대회는 대학미술협의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큐레이터협회,

한국화랑협회 등 4개 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작가의

출신학교와 전시경력은 제외하고 오로지 작품의 우수성만 따지는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으로 심사했다.

윤 씨의 두 작품은 전시 기간에 고가에 팔렸으며 윤 씨는 아시아프

프라이즈를 수상한 6명과 함께 세계미술비엔날레를 투어하는 특전을

받게 됐다.

울산시, 결혼이민자 가정 실태조사(복지)

울산시는 오는 21일부터 9월10일까지 결혼이민자 가정 1천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조사할 내용은 기본적 인적사항, 배우자 및 가계, 결혼하기 전 교제

기간 등 결혼경로, 한국인과 결혼한 동기 등 결혼생활, 배우자와의 대화

빈도 등 결혼생활의 갈등, 교육프로그램 참여 정도 등 복지서비스 욕구

등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결혼이민자 가정의 생활실태와 환경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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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8월 21일

제42회 처용문화제 3차 추진위원회 회의(문화체육국)

○ 일시․장소 : 2008. 8. 21(목) 11:00 ~ 12:00, 상공회의소

○ 참석인원 : 추진위원(39명)

○ 안 건 : 처용문화제 개최계획 및 진행상황 보고

2008년 8월 2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저공해 경유차 구입비 지원(환경)

울산시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해당 차량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

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 국비와 시비 등 5억2천280만원을 들여

저공해 경유차 보급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이달부터 출시되는

소형 1t 저공해 경유 화물차 우선 구매자 160명에게 대당 2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구매자에게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소형1t 화물차 기준 60만원)도

면제해 줄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저공해 경유 대형 화물차와 버스 구매자 등에게도

같은 취지로 대당 780만원씩을 지원한다.

저공해 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적용해 미세먼지를 배출

허용기준 보다 50%이상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차동차로 소형1t 화물차는

이달부터 본격 출시되며, 울산 등 전국 5개 광역시에서 보급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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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공공의료연대 중 첫 무분규 타결(보건)

울산대학교병원(www.uuh.ulsan.kr) 노사는 올해 민주노총 산하

공공의료연대 소속 병원(전국 15개 종합병원) 중 처음으로 임금 및

보충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 무분규로 타결하고 21일 조인식을 가졌다.

울산대학교병원 노사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상견례를 시작해

지난 5일까지 주2회 릴레이 협상 끝에 28차 교섭을 끝으로 무분규

타결을 이끌어 냈으며, 21일 박상규 병원장과 김태우 울산대병원분회장

등 노사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타결안에 조인했다.

병원측은 불필요한 소모적 협상을 지양하기 위해 지난 23차 교섭

이후 기본급 5.5% 인상 및 비정규직 26명의 정규직화, 인원 보충 등

취약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전제로 한 제시안을 내놔 잠정합의했다.

노조는 이를 놓고 최근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벌여 85.5%라는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병원측은 "급변하는 의료환경으로 병원경영이 어려운 시기에 노사

화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병원측의 파격적인 제시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직원들이 병원의 입장을 이해하고 따라준 만큼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여 병원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8월 22일

대우버스(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협약체결(경제통상실)

○ 일시․장소 : 2008. 8. 22(금) 15:00, 대우버스(주) 울산공장(상북면)

○ 협약체결자 : 울산광역시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대우버스(주) 대표,

대우버스(주) 협력사(16개사) 대표

○ 주요내용 : 회사소개, 경과보고, 인사말씀, 협약체결, 공장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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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공정 개선 과제 발굴 토론회 개최(상수도사업본부)

○ 일시․장소 : 2008. 8. 22(금), 14:00 , 회야정수사업소

○ 참석대상 : 20명

○ 주요내용 : 정수공정 개선 주요과제 발굴 및 토론 등

○ 향후 추진계획 : 채택과제는 정수공정 개선 업무에 반영

2008년 8월 22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中振公, 대우버스협력사 지원약속(산업)

"대우버스 울산공장과 협력업체의 동반성장을 돕겠습니다." 울산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2일 대우버스울산공장과 16개 협력업체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울주군 상북면 대우버스울산공장 인근 길천

지방산업단지로 내년까지 이전할 16개 협력업체가 모기업과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품질 및 규격인증 획득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들 협력업체에 대한 구조고도화 종합진단을

실시해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울산이전에 필요한 자금 145억원과

생산성 혁신 컨설팅, 외국인 전문가 컨설팅, 맞춤연수, 마케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대우버스는 협력업체에 대해 기술 및 생산성 향상, 국산 기자재

우선 구매를 통한 매출향상 등을 돕기로 약속했다.

이에 대해 협력업체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구조고도화 종합진단과

맞춤형 지원계획을 성실하게 따라 체질 개선과 함께 모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의 품질과 납기, 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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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8월 23일

제4회 울산광역시장기 전국 남․여 궁도대회(문화체육국)

○ 일시․장소 : 2008. 8. 23 ~ 8. 25(3일간), 문수정

※ 개회식 : 8. 23(토) 11:00

○ 참가규모 : 1,000여명

○ 주 관 : 울산광역시 궁도협회

초등학교 배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울산문화탐방 지원(문화체육국)

○ 일 시 : 2008. 8. 23(토) 10:00 ~ 16:30

○ 장 소 : 태화호텔~서생포왜성~간절곶~나사리등대~외고산옹기마을

○ 대 상 : 42명(원어민영어보조교사 39, 교사 3)

○ 지원사항 : 임차 버스 1대(45인승), 시 문화관광해설사(영어) 등

2008년 8월 24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파푸아뉴기니 정부각료 울산 방문(경제)

남태평양의 자원 부국 파푸아뉴기니 정부 사절단이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이두철) 초청으로 민간 자원외교 추진을 위해 울산을 첫 방문했다.

24일 울산에 도착한 마크 마이파카이(Mark Maipakai) 노동산업부

장관, 보레 베베(Vore Veve) 석유에너지부 차관보 등 파푸아뉴기니 정부

관계자들은 울산상의와 자매결연을 하고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산업현장 등을 둘러보며 양 지역 간 경제교류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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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첫날인 25일 이들 방문단은 현대중공업과 한국동서발전, SK

에너지 등을 둘러본 뒤 오전 11시 울산상의 5층 소회의실에서 울산

상의와 SK에너지, 파푸아뉴기니 주 정부 3자 간 파푸아뉴기니 현지

에너지자원 개발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들은 둘째 날인 26일에는 고리원자력발전소와 고려아연 울산

공장 등을 둘러보고 오후 5시30분부터는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에서 자매결연식 및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자원개발과 무역 촉진, 기술

협력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과 7월 이두철 울산상의 회장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자원개발 및 자매결연 등에 대해

협의했으며 이번 방문은 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졌다.

지난 1973년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파푸아뉴기니는 인구 600여

만명에 한반도의 2.5배가량 되는 국토 면적을 갖고 있으며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자원 개발,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 광산개발 등에

유망한 투자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8월 25일

구․군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실태 감사(감사관실)

○ 기 간 : 2008. 8. 25 ~ 9. 5(10일간)

○ 점 검 반 : 감사1담당 외 4명

○ 감사범위 : ‘06. 1. 1. ~ ’08. 7. 31까지처리한기초생활보장사업업무전반

○ 중점 감사사항

∙ 수급자의 자격여부 등 확인을 위한 연간조사계획 수립여부

∙ 수급자 조사, 선정, 급여 등에 있어서 부적정한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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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발급제도 시행(행정지원국)

○ 시행일자 : 2008. 8. 25

○ 도입목적

∙ 전자칩 내장으로 여권의 위․변조, 도용 최소화

∙ 본인 직접신청으로 여권발급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향상

∙ 해외여행시 본인확인 논쟁소지 사전 제거로 여행편의 제공

○ 주요 달라지는 사항

∙ 여권발급 신청 : 본인 신청 원칙(여행사 등 대행불가)

∙ 예외사항

- 어린이(12세미만) : 법정대리인(부모)

- 청소년(12세~17세) : 법정대리인(부모)←’09년말 까지 한시적

- 질병․장애․사고자 : 법정대리인, 본인또는배우자의 2촌이내친족

- 의전상 필요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특별 소방안전점검(소방본부)

○ 기 간 : 2008. 8. 25 ~ 9. 5(12일간)

○ 대 상 : 132개소(판매․영업시설 117, 복합영상관 3, 터미널 등 12)

○ 점 검 반 : 소방서 검사전담반

○ 주요내용

∙ 화재경보 및 자동소화설비 상시 작동 여부

∙ 피난계단, 방화문 폐쇄 또는 변경행위 피난장애여부 등 단속

∙ 불안전요소 사전 제거 등 예방위주의 소방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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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5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고래 이동경로 위성추적사업 추진(문화)

울산시는 25일 내년에 울산앞바다 고래의 이동경로를 위성으로

추적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 3월께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와 함께 울산

앞바다를 유영하는 참돌고래 3∼4마리에 위성칩을 내장해 인공위성

으로 이동경로를 추적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칩 구입비(개당 300만원)와 위성수신료(칩 1개당

월100만원 정도) 등 예산확보에 나섰으며, 올해 안에 미국이나 독일의

인공위성 사업체와 사업계약을 추진하고 효과가 있을 경우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래문화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이미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에는 고래의 이동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성추적에 나설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지정 ▲고래테마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고래잡이 옛모습전시관 건립 ▲'울산

극경(克鯨)회유해면'(천연기념물 제126호)을 '울산 귀신고래회유해면'

으로 명칭변경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 순로롭게

진행되고 있다.

고래문화특구는 지난 5월 지식경제부에 신청해 8월1일 지정됐고

고래테마 관광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은 지난 3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맡겨 연말에 완료하며, 장생포 일대 건설하는 고래잡이 옛모습전시관은

오는 9월에 착공해 내년 5월 개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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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 해외명예자문관 초청행사(경제통상실)

○ 기 간 : 2008. 8. 26(화) ~ 8. 29(금)

○ 해외명예자문관에게 울산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해외협력 및

시정홍보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함

○ 초청대상 : 해외명예자문관 9명(해외명예자문관 : 7개국 10개

도시 10명)

○ 행사내용 : 국제교류 활성화방안 논의, 산업시찰 및 시티투어 등

2008년 8월 26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현대重 "본관 터 300년 당산나무 지켰어요"(환경)

현대중공업이 본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 부지 내에 있는 300년 된

당산나무를 그대로 보존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울산 본사에 위치한 35년

된 본관을 헐고 오는 9월 완공 목표로 그 자리에 새 본관을 짓고

있는데 부지 내 고목인 당산나무를 그대로 살려두고 이를 중심으로

건물을 설계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당산나무는 수령 300년, 높이 7.5ｍ, 가슴높이 둘레 2.75ｍ,

뿌리부분 둘레 3.65ｍ에 이르는 해송(海松)으로, 가지와 잎 등 나무

전체의 수관(樹冠) 폭은 21ｍ에 달한다.

1972년 창사 초기에도 이 나무를 그대로 살려두고 이에 맞춰 건물을

지었던 현대중공업은 공사 부지에 제약을 받고 토목공사가 더뎌지는 등

공법상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노거수(老巨樹)의 생명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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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무는 오래 전부터 현대중공업 본사가 위치한 울산시 동구

전하동 주민들에게 복을 빌고 흉을 물리치도록 염원하는 대상이었다.

지금도 지역주민은 매년 삼짇날(음력 3월3일) 회사를 찾아와 이

나무에 동제(洞祭)를 지내고 있다.

1970년대까지는 마을 대표만 동제를 지냈지만 이후 매년 10여명의

주민이 회사로 찾아가 제사에 참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앞으로도 환경 친화적인 기업 경영에 앞장설 것"

이라며 "오랫동안 마을과 회사의 지킴이 역할을 했던 나무가 아직까지

건강한 생육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과 더불어 회사도 더욱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다음달 새 본관 공사가 완료되면 이 당산나무 주변에

연못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작은 공원으로 활용

하기로 했다.

지역의 환경보호단체인 울산생명의 숲의 윤 석 사무국장은 "현대

중공업의 이번 공사는 도심 속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숲과 나무를

지키기 위한 산업계 노력의 모범 사례"라며 "타 기업에서도 이 같은

정신을 배워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새 본관은 총 15층(지하 2층 포함) 규모로 완공돼

내달부터 일반 사무동과 조선 설계실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8월 27일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개최(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8. 27(수) 14:00, 3층 상황실

○ 참석대상 : 지방재정심의위원 15명 (위원장 : 행정부시장)

○ 주요내용 : 2007 회계연도 결산내용 재정공시안 심의

※ 재정공시 : 8월말 시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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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관계자 선진지 견학 실시(행정지원국)

○ 기 간 : 2008. 8. 27 ~ 8. 29(3일간)

○ 장 소 :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 참석대상 : 20명(시, 구 군 관계공무원 7,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13)

○ 내 용 : 자원봉사센터간 교류 정보교환 및 견학

제8회 간절곶 동요제 개최(울주군)

○ 기 간 : 2008. 8. 27 ~ 8. 28(2일간)

○ 참가대상 : 전국 초등학교 학생 (200명 참가)

○ 소요예산 : 1천만원(군비)

○ 장소․주관 : 가족문화센터, 울주문화원

2008년 8월 27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기업 작년 컨테이너 화물 117만TEU 추산(경제)

지난해 울산지역 기업체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화물이 모두 117만

TEU 규모로 추산됐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의 100인이상 수.출입업체 179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007년 컨테이너 화물을 조사한 결과 총 48만8천

717TEU로 집계됐으며, 100인 미만 기업체의 물량을 감안할 경우 117만

TEU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100인이상 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이용 항만은 울산항이 32.5%에

그쳤고 부산항이 66.9%를 차지했으며, 품목별로는 자동차부품이

48.6%로 가장 많았고 석유화학제품 22.5%, 비철금속 9.1%, 화학 8.3%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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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 변경 해드립니다"(행정)

울산시 남구청은 다음달부터 구청에서 건축물 허가.신고 사용승인 등

등기 변경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그동안 건물 소유주가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구청에서 해당 업무를 볼 수 있다.

또 등기소와 등기소 지정 은행에서만 판매되었던 대법원 수입증지

(2천원)도 구청 내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어 민원인들이 등기촉탁

신청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등기촉탁 서비스 대상은 건축물의 지번 및 행정구역 변경을 비롯해

면적, 구조, 층수변경(주용도, 주구조 변경시)과 건물 철거, 멸실 등의

경우가 해당된다.

구청 관계자는 "대다수 민원인들이 1건에 5만∼10만원의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변경하는 사례가 많았다"이 서비스가 활성화

하면 대행수수료 절감은 물론 등기소 방문에 따른 시간 및 경제적인

손실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8월 28일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개최(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8. 28(목) 09:00, 정보화교육장

○ 참가인원 : 36명(5급 4명, 6급이하 32명)

○ 시험내용 : 정보화 실용능력, 프레젠테이션 작성, 인터넷 정보검색 등

※ 성적 우수자(2개 기관 8명) 중앙 경진대회 참가(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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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용문화제 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교육(문화체육국)

○ 자원봉사자 발대식

∙ 일시․장소 : 2008. 8. 28(목) 11:00 ~ 11:30, 의사당 대회의실

∙ 참석인원 : 90명(일반 50, 통역 40)

∙ 내 용 : 위촉장 수여, 격려사, 대표선서, 기념촬영 등

○ 자원봉사자 교육

∙ 일시․장소 : 2008. 8. 28(목) 13:00, 해수랜드펜션(경주 양남)

∙ 참가인원 : 100여명(일반 50, 통역 40, 사무처 10)

∙ 내 용 : 분야별 조편성, 축제관련 교육 등

2008년 8월 28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내년도 국비확보 '전력'(행정)

울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박맹우 시장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시장은 28일 서필언 행정부시장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를 방문

하고 강만수 장관과 배국환 제2차관, 예산관련 간부 등을 잇따라 만나

"시가 신청한 내년도 국가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특히 "내년 초에 개교하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산업

첨단화를 이끌고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명문대학

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990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울산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의 폐수처리비 부담을 완화시켜

기업경쟁력을 높일 용암폐수처리장 건설사업(2006∼2010)에 필요한

320억원과 태화강 수생태계 회복사업(2006∼2010)에 필요한 51억원도

모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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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앞으로 30년이상 안정적으로 처리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성암생활폐기물 매립장 확장 및 소각장

증설사업(2005∼2011)을 계획기간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182

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의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는 1조5천650억원이며, 이를 차질없이

확보하기 위해 연초부터 대책반을 가동하면서 중점 대상사업의 당위성을

개발하고 정치권 협조를 위해 국회상주팀을 파견한 것은 물론 간부들이

잇따라 중앙부처를 방문해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김종운 울산항만공사 사장 사의 표명(사회)

울산항만공사(UPA.Ulsan Port Authority) 김종운(金鍾雲.62) 초대

사장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사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장이 정부의 3차

공기업 개혁과 울산항만공사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날 오후 울산항만공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울산항만위원회에 사표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해 7월 부임해 향후 3년간 일을 하도록 경영계약이

돼 있지만 조직의 발전을 위해 용퇴하기로 했다"며 "사장이 개인적인

법치나 명예를 떠나 조직의 장으로 조직을 위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수개월간 국토해양부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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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8월 29일

제25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2008. 8. 29 ～ 9. 1(4일간), 대전 전시컨벤션센터

○ 참가인원 : 울산시 35명(선수 20, 임원 5, 자원봉사자 등)

※ 참가자격 : 울산장애인기능경기대회 금상 입상자

○ 참가종목 : 점역교정, 시각디자인 등 20종목

○ 주 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김선규)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향상교육 개최(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8. 29 ~ 8. 30(1박 2일)

○ 장 소 : 경주 토비스콘도

○ 참가인원 : 400명(보육시설장 및 교사)

○ 교육내용 : 창의적인 보육활동(강의, 토론, 사례발표 등)

○ 주 관 : 울산광역시 보육정보센터(센터장 박초아)

2008년 8월 29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시티투어용 2층 버스 내년 도입(관광)

울산시는 내년 7월부터 시티투어용 2층버스를 도입해 운행할 계획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5억여원의 예산으로 시티투어용 2층버스 1대를

국내업체에 주문제작하거나 수입해 내년 7월부터 운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같은 목적으로 2층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서울과 부산 등으로

부터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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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층버스를 운행할 경우 시민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티투어에 대한 상징성을 높이고 시민의 관심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층버스를 운행할 관광코스를 새로 개발하고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시교육청과 함께 시티투어를 수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8월 30일

「우리가락 우리마당」상설공연(문화체육국)

○ 일 시 : 2008. 8. 30 ~ 10. 18(매주 토요일)

○ 장 소 : 중구 ‘동헌’(울산도호부) 야외상설공연장

○ 내 용 : 주요무형문화재공연(고성오광대, 밀양백중놀이), 민요, 판굿등

○ 주 관 : 한국국악협회 울산광역시지회

2008년 8월 30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퇴직공무원을 민원상담 도우미로(행정)

울산시의회 박순환 의원은 30일 시에 대한 서면질의를 통해 "퇴직

공무원을 민원상담 도우미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감동적인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경륜의 퇴직 공무원을 민원상담 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을 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퇴직 공무원을 민원상담 도우미로

활용할 경우 이들은 오랜 행정경험을 살려 공무원과 민원인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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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8월 31일

2008년 울산아마골프대회 개최(문화체육국)

○ 기간․장소 : 2008. 8. 31 ~ 9. 1(2일), 울산컨트리클럽

○ 참가규모 : 300여명

○ 내 용 : 초청 라운딩(8. 31. 12:00), 본대회(9. 1. 07:00)

○ 주최․주관 : 경상일보․울산광역시 골프협회

2008년 8월 3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동구 대송농수산물시장 아케이드 완공(경제)

울산시 동구 대송동 대송농수산물 시장의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

현대화사업이 1년여만에 마무리됐다.

31일 동구청과 대송 농수산물 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오는 9월2일

∼3일 시장 일원에서 아케이드 준공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갖기로

했다.

대송농수산물 시장의 아케이드 준공은 지난해 동구지역내 월봉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국비와 시비, 구비 등 총 사업비 19억3천만원을 들여 지난해 9월

부터 이달까지 길이 362ｍ, 넓이 8ｍ, 높이 13.5ｍ의 아케이드를 설치했다.

동구청과 대송농수산물 시장 상인회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게 된

대송농수산물 시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송시장의 날 축제행사를

열기로 하고 9월2일 오전 10시30분 대송농수산물 시장에서 상인과

구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갖기로 했다.

기념행사 이후에는 댄스공연, 여자 팔씨름왕 선발대회, 도전 노래방,

청소년 동아리 공연, 동민노래자랑 초청가수 공연 등의 행사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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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9월 1일

행정광고물 등 점검 및 자진정비 추진(도시국)

○ 점검대상 : 행정광고물 및 옥외광고업자

○ 점검기간 : 2008. 9. 1 ~ 9. 30

○ 금월계획

∙ ’08. 9. 1～9. 12 : 공공목적 및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설치현황 조사

∙ ‘08. 9. 1～9. 30 : 옥외광고업 등록현황 일제 점검

∙ ‘08. 9. 16～9. 30 : 행정광고물 자진정비 안내

2008년 9월 2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공공행정 종합대상' 수상(행정)

울산시는 2일 '2008년 대한민국 공공행정 대상' 종합대상을 수상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한국행정학회가 후원하는 이 상은

울해 처음 제정된 것으로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

쇄신과 경영혁신 우수사례를 평가해 대상기관을 선정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부터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을

일선 업무에서 배제시켜 전국적 반향을 불러 일으킨 시정지원단 운영과

최소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강소형 조직운영 등에서 후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탈권위주의 행정, 전국 최단기단 여권발급,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기업하기 좋은 환경, 태화강 환경개선 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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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옹기장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문화)

울산시는 2일 내년도 세계옹기문화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옹기장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전국 최대의 전통 옹기마을인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옹기장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재 지정신청을 접수하며, 문화재위원이 포함된 전문가들이 실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실태조사 후에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께 무형

문화재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울주 외고산리의 옹기 제작업체들은 '외고산옹기협회'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무형문화재 지정 대상으로는 이들 회원 가운데

40년이상 옹기를 제작해온 업체대표나 단체(옹기협회)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9월 3일

온실가스 감축 선포식 및 에너지절약 위너상 시상식(환경녹지국)

○ 일시․장소 : 2008. 9. 3(수) 15:00, 동구 서부동 성원상떼빌

○ 참 석 : 300여명, 주 최 : C․G - 10 추진위원회

○ 주 요 내 용 : 2008년 C․G - 10 참여아파트 출범식,

최우수 에코아파트 시상, 절전․절수기기 전달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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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3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대통령에 '5대 발전전략' 보고(행정)

울산시는 3일 시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 울산발전토론회'를 개최하고 시의

발전전략과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박맹우 시장은 "'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을 건설

하기 위해 시와 시민이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밝히고 "근대화의 메카

였던 울산이 이제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앞장서겠다"며 5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시가 밝힌 전략은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 투자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계 일류도시를 향한 질적 성장

기반 확충, 광역화시대 협력 중심축 도약, 시민 위주의 선진 지방자치

구현 등이다.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박 시장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산업을 첨단화하고 하이테크 밸리(IT산업)와 과학연구

단지를 조성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오는 2010년까지 7조원의

투자를 유치해 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계 일류도시 성장기반 확충사업으로 에코폴리스 건설과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국제도시화 등을 추진하고 광역화시대의 중심축

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동남광역경제권(부산․울산․경남) 연계 사업과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및 신소재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울산∼포항 국가기간산업 테크노 벨트 구축과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세계적 특성화대학 육성, 복합에너지 생산연구

단지 조성, 오토밸리로 2공구 개설, 울산신항만 인입철도 개설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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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특히 "전국 최초의 법인화 국립대로 내년 개교하는

울산과기대를 세계적인 이공계 특성화대학으로 육성하려면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내년도 예산요구액 1천159억원

가운데 198억원만 반영돼 최소한의 기자재 확보도 어렵게 됐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울산∼포항 간 부품소재단지와 바이오 정제단지, 태양광

모듈화단지 등이 들어서는 테크노 벨트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초광역

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지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전국 최대의 에너지

생산.소비 집적지인 울산에 복합에너지 생산연구단지를 조성해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기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시대를 주도한 울산이

이제 녹색성장시대를 앞질러 가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치하하고

"세계경제가 어렵고 우리도 예외일 수 없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발전을 이룬 민족답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계속된 토론회에서는 서근태 울산발전연구원장이 '울산의 미래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주력산업의 글로벌 거점화와 미래 신산업 창출,

생산자 서비스산업 육성 등의 전략과제를 제시한데 이어 각계 대표들이

울산항 활성화 방안, 노사문제, 광역경제권 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기업 규제개혁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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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꿈의 지상유전' 시대 열어(산업)

SK에너지(대표 신헌철)의 '제3고도화 시설(FCC)' 준공식'이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오후 울산시 남구 부곡동 SK에너지 울산

콤플렉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맹우 울산시장, 울산지역

국회의원, 협력업체 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석유 제품은 국내 수출 1위

품목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며 "이번 고도화

시설건설로 연간 4조원 가량의 수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시설은 1일 3만 배럴을 생산하는 유전에 맞먹는

또 다른 지상유전"이라며 "SK에너지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와 함께 성장하며, 함께 행복을 누리는 기업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SK에너지가 2조원 가량을 투자해 준공한 '고도화 시설'은 원유를

1차 가공하고 남은 물질에서 환경오염 물질인 황 및 질소 화합물

등을 제거한 뒤 휘발유 등 청정 경질유를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1일 6만

배럴 생산 규모다.

특히 이 설비는 하루 620t(연간 23만t)의 유황성분을 원천 제거할

수 있어 대기 환경 개선효과를 통한 석유 자원의 녹색에너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SK에너지는 고도화 시설 준공으로 국내 최대 물량인 16만2천 배럴

(기존 10만2천 배럴)의 벙커 C유를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SK에너지는 이번 '고도화 시설'을 준공하기까지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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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중 연인원 127만 여명이 공사에 참여해 무재해 1천600만

인시(人時.한 사람이 한 시간 동안 일하였을 때 일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를 달성해 국내 정유업체 공사 중 최장시간의 무재해 기록을 세웠다.

고도화 시설의 건설은 보통 2년 정도 소요되는데 SK에너지는

세계 최단기인 15개월만에 이 시설을 준공했고 2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곧바로 상업 생산을 개시해 업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SK에너지는 이 공장 준공으로 연간 3조4천억원의 원유 도입 비용

절감 효과와 연간 7조원 이상의 국제수지 개선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에너지는 추가로 오는 2011년까지 1조5천억원을 들여 인천에

하루 4만 배럴 생산 규모의 고도화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석유제품의 고도화 비율은 지난해 1월 기준 미국 55.8%, 독일

36.7%, 이탈리아 46.9%, 일본 24.6% 수준이며 한국은 올해 5월 기준

18.2%에 불과하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9월 5일

청소년 금연 운동 선포식 개최(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9. 5(금) 16:30 ~ 18:00

○ 장 소 : 젊음의 거리 아케이트 KT존 상설무대(중구 성남동 소재)

○ 참석인원 : 150명 정도(관련단체, 공무원 등)

○ 행사내용

∙ 식전행사(16:30 ~ 17:00) : 축하 공연

∙ 선 포 식(17:00 ~ 17:30)

- 결의문 낭독 및 서약(우리들 24시 편의점 대표)

- 기념사, 청소년 사랑 실천업소 스티커 부착

∙ 식후행사(17:30 ~ 18:00) : 거리 캠페인

○ 주 최 :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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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5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신청사 미술품 '열매의 꿈' 선정(문화)

울산시는 5일 신청사 미술장식품을 공모한 결과 임미진팀이 제출한

'열매의 꿈'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모두 7개 팀이 접수했으며,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임미진씨와 심수구씨 등 5명의 작가로 구성돼

'열매의 꿈'과 '공존의 이유' 등의 작품을 응모한 임미진팀을 선정했다.

대표작 '열매의 꿈'은 들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벼를 형상화시킨

것으로 시민의 꿈과 이상을 열매에 담아 미래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임미진팀은 올 연말 준공예정인 시청 제2청사의 1층 로비와 7층

휴게실 등에 입체미술품 3점과 평면미술품 2점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2008년 9월 7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의원 연구모임 토론회 잇따라 개최(정치)

울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풀뿌리의정포럼(대표 윤종오)과 산업

수도발전연구회(대표 천명수)가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잇따라 개최할

계획이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풀뿌리의정포럼(윤종오.이재현.이현숙.이은주

의원)은 오는 9일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조선시대 병마절도사의 영성

(營城)으로 현재 복원논란이 한창인 중구 병영성(兵營城.사적 제320호)의

현재상황과 미래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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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양상현 울산대교수가 '병영성의 역사적 성격', 나동욱

부산박물관 연구관이 '병영성의 고고학적 이해', 한삼건 울산대교수가

'병영성의 현재와 미래', 천병태 병영성대책위 자문위원이 '병영성의

향후과제'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회를 갖는다.

또 산업수도발전연구회(천명수.김재열.서동욱.이방우.이죽련.박천동.

김춘생.박부환.송미경 의원)는 10일 같은 장소에서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1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산업수도 울산 업그레이드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연구'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천명수 의원이 '울산연계 고속도로 확충 프로젝트

조속실행 대책'에 대해 주제발표 하고 김재홍 울산대 교수의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 울산연계 고속도로 확충 시급성과 대응전략', 한국

도로 공사 관계자의 '울산연계 고속도로 확충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대응전략', 송병기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의 '울산연계 고속도로 확충을

위한 울산시의 대응전략'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심포지엄에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의회 임시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9월 8일

추석절 공직기강 감찰(감사관실)

○ 감찰기간 : 2008. 9. 8 ~ 9. 15(8일간)

○ 감 찰 반 : 감사관 외 16명

○ 감찰대상 :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구․군

○ 감찰사항 : 추석명절 대비 생활민원 처리대책, 기강해이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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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퇴직공무원 복합민원상담 도우미 모집(행정지원국)

○ 기 간 : 2008. 9. 8 ~ 9. 30

○ 대 상 : 20명 정도 ※ 사무관이상 퇴직공무원

○ 모집방법 : 지방행정동우회울산광역시지회 추천

○ 상담일시 : 주2회(화 목요일 10:00~12:00)

추석명절 이웃돕기 성금품 전달(복지여성국)

○ 2008. 9. 8(월) 11:00, 현대자동차(주) 등대회 이웃돕기 성금전달

∙ 성 금 : 3,000천원

∙ 전 달 자 : 김영호 등대회 회장

○ 2008. 9. 11(목) 10:00, (주)S-OIL 이웃돕기 성품(쌀) 전달

∙ 성 품 : 백미 20kg 2,000포(환가액 90,000천원 상당)

∙ 전 달 자 : 신동열 상무

○ 2008. 9. 11(목) 16:30 (주)경북타일 이웃돕기 성금전달

∙ 성 금 : 10,000천원

∙ 전 달 자 : 우재혁 대표이사

2008 전국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 발대식(문화체육국)

○ 일시․장소 : 2008. 9. 8(월) 09:20, 시청 광장

○ 참석인원 : 300여명(선수단 및 관계자)

○ 대회일정 및 우리시 참가인원

∙ 9. 8 ~ 9. 10, 경기도 수원시, 13종목 8,000명/ 우리시 12 종목 3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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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8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민 생활여건 좋아졌다"(사회)

울산시가 시민의 생활수준 및 의식을 조사한 결과 생활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에 시민 3천820가구의 8천600여명(만15세

이상)을 대상으로 '2008년 시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활여건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38.1%로 2005년 조사 때의 30.3%

보다 7.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나쁘다'고 한 응답자는 11.9%로 2005년에 비해 1.5%포인트,

'보통'이라고 한 응답자는 50%로 2005년에 비해 6.3%포인트 각각

줄었다. 생활여건이 '나쁘다'는 응답자의 절반이상(56.2%)이 물가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육여건의 경우 '좋다'는 응답자가 17.2%로 2005년의 15.8%에

비해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나쁘다'는 응답자는 23.2%로 여전히

많았고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규교육의 질적향상(50.5%)과

우수고교 설립(18%) 등을 지적했다.

주거지역 선호도는 남구가 46.4%로 여전히 높았고 그 다음 중구,

울주군, 동구, 북구 순이었으며, 남구를 선호하는 이유는 전부터 거주

(21.5%), 문화시설 편의(19.1%), 자연환경(16.5%), 교육환경(13.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교통부문에서는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이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

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의 87%가 버스를, 13%는 택시를 이용하고

있으며, 버스이용 만족도는 '만족'(21.8%)에 비해 '불만족'(27.2%)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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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민의 노동운동 인식도는 '긍정적'(16.5%) 보다 '부정적'(31.8%)이

훨씬 많았고 환경오염 개선정도에 대해서는 '개선됐다'가 65%나 됐으며,

평소 이용하는 물은 수돗물(35.4%)보다 정수기물(45.7%)이 많았다.

이밖에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으로는 40.1%가 '가사 및 육아부담'을,

33.1%가 '편견 및 관행'을 들었으며, 컴퓨터는 응답자의 69%가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의 34.8%는 매일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대 신임 총장에 김도연 전 장관 선임(교육)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이사장 정몽준)은 8일 서울 63빌딩에서

이사회를 열고 울산대학교 제8대 총장에 김도연(金道然.56) 전 교육과

학기술부 장관을 선임했다고 울산대측이 밝혔다.

김 신임 총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원

에서 재료공학 석사, 프랑스 블레즈-파스칼대학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 교육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다. 김 총장은 9일 취임해 4년간 울산대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9월 9일

여성자원봉사회 추석맞이 환경정화 활동(환경녹지국)

○ 일 시 : 2008. 9. 9(화) 11:00

○ 장 소 : 남구 태화강 둔치 일원

○ 참석대상 : 200명(구․군별 40명씩)

○ 행사내용 : 태화강 주변 환경정비 및 환경보호 캠페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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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울산역 기공식 개최(교통건설국)

○ 일 시 : 2008. 9. 9(화) 15:00

○ 장 소 : 울산역사 정거장 부지(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471)

○ 참석인원 : 500여명

※ 주요초청인사 : 국토해양부장관, 지역국회의원, 경울추위원 등

○ 행사내용 : 식전 축하공연, 환영사, 기념사, 기공 버튼식 등

○ 주 관 : 한국철도시설공단(우리시 및 국토해양부 후원)

2008년 하반기 민․관 합동 수질확인검사 실시(보건환경연구원)

○ 기 간 : 2008. 9. 9 ～ 9. 10

○ 대 상 : 43개소(정수장 3, 수도꼭지 30, 마을상수도 10)

○ 검사항목 : 75항목(먹는물 수질기준 55항목 및 수질감시 20항목)

2008년 9월 9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태화강 둔치에 '나무 그늘' 생긴다(환경)

울산시는 태화강 둔치에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모두

4천 550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연말까지 남구 태화호텔 앞, 중.남구 번영교

아래, 중구 태화동 불고기단지 앞 등 4곳에 느티나무와 대나무, 꽃나무

등을 심을 예정이다.

태화호텔 앞 둔치에는 메타세콰이어 10그루와 느티나무 28그루,

남구 변영교 아래 둔치에는 가시나무 13그루와 느티나무 15그루, 중구

번영교 아래 둔치에는 느티나무 12그루와 대나무 460그루, 태화동

불고기단지 앞 둔치에는 팽나무 8그루와 느티나무 4그루 및 꽃댕강

4천그루 등을 각각 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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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교생 '상위권 성적' 전국평균 미달(교육)

울산지역 고교생들 가운데 상위권 성적 학생들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과 4월, 7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치른 전국 시.도연합 고교학력평가 결과 울산지역 고교 3학년

1,2 등급 학생들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3월 평가는 1등급의

비율이 울산은 3.03%인데 반해 전국 평균은 4.33%였고, 4월에는 울산

3.05%, 전국 평균 4.42%, 7월 울산 2.98%, 전국 평균 4.48%로 각각

분석됐다.

울산과 전국 평균과의 차이는 3월이 1.3%포인트, 4월이 1.37%포인트,

7월이 1.5%포인트로 수능일이 다가올수록 더 커졌다.

3학년 2등급 이상 학생들의 비율도 3월에는 울산이 9.19%였는데

전국 평균은 11.38%로 2.19%포인트 낮았고 4월은 2.21%포인트, 7월은

2.34%포인트로 갈수록 차이가 더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월과 6월 등 모두 2차례 치른 고교 1,2학년의 학력평가 결과도

울산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고교 1학년 2등급 이상은 3월 학력평가에서 울산이 10.32%였으나

전국 평균은 11.59%로 1.27%포인트 낮았고 6월에도 울산은 9.72%,

전국 평균은 11.27%로 1.55%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고교 2학년 2등급 이상은 3월 학력평가에서 울산이 9.83%로 전국

평균 11.57%보다 1.75%포인트 낮았고 6월 평가에서도 울산이 9.06%로

전국 평균 11.27%보다 2.21%포인트 처졌다.

이처럼 울산지역 고교생들의 성적이 전국 평균보다 점점 더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자 울산시교육청이 올해 초부터 시종일관 추진했던

학력향상이 헛구호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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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9월 10일

2008년 환경자원관리분야 확인․평가(환경녹지국)

○ 대상․기간 : 전 구․군, 2008. 9. 10 ~ 9. 24

○ 주요내용

∙ 청결분야 : 주택가, 도로변, 공한지, 공원, 시장주변 청결상태

∙ 재활용분야 : 분리배출․수거실태, 1회용품 대상업소 사용실태 등

○ 향후 추진계획 : 최종평가 (10월말)→우수기관 선정, 사업비 보조(11월)

상수도 검침원(47명) 교육 실시(상수도사업본부)

○ 일시․장소 : 2008. 9. 10(수) 11:00, 5개 지역사업소 회의실

○ 대 상 : 검침원 47명

○ 교육내용

∙ 수도요금 고지서(78,336건) 전달 철저(추석연휴 민원발생 예방)

∙ 옥내누수 의심 수용가 안내 및 민원 친절응대 등

2008년 9월 10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의회 '울산연계 고속道 확충' 심포지엄(교통)

울산시의회 의원연구 모임인 산업수도발전연구회(대표의원 천명수)는

10일 시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울산연계 고속도로 확충 프로젝트 조속

실행 대책' 심포지엄을 열고 고속도로 확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천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수도 울산은 국가

경제에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여건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 재고를 위해서도 울산과 연계된 고속도로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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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울산의 경제발전 기여와 국가기간산업 분포 비중으로

볼 때 고속도로 건설은 정부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며 "기존

울산∼언양∼경주 고속도로의 확장은 물론 계획돼 있는 울산∼포항,

울산∼함양 고속도로 건설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 나선 김재홍 울산대 교수와 장호기 한국

도로공사 경남 지역본부장, 송병기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등도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조속히 실행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시의회는 이날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9월 임시회에서 고속도로

조기개설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국토해양부,

국무조정실, 한국도로공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의회 산업수도발전연구회는 천명수, 김재열, 서동욱, 이방우,

이죽련, 박천동, 김춘생, 박부환, 송미경 의원 등 9명으로 결성됐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9월 11일

결혼이민자가족 자매결연식 개최(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2008. 9. 11(목) 11:00, 의사당 대회의실

○ 참석대상 : 100명(결혼이민자 가족 30쌍, 로타리클럽 회원 40명)

○ 주요내용 : 자매결연식, 농산물상품권 전달, 오찬 등

○ 주 관 : 국제로타리 3720지구 울산로타리클럽(회장 국관송)

옹기장 무형문화재 지정관련 실태조사(문화체육국)

○ 일시․장소 : 2008. 9. 11(목), 외고산 옹기마을

○ 조사대상 : 외고산 옹기협회

○ 조 사 자 : 3명(배영동 안동대교수외 관계자)

○ 조사내용 : 옹기토 및유약재료, 가마, 제작방식, 제작품, 전승계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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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1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세계인명사전 등재 서근태 울발연 원장(사회)

"경제학자는 기업의 인사나 조직 등 미시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은

할 수 없죠. 대신 지금의 경제 흐름을 설명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경제학 교수로, 기업체 강사로서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

이런 일도 생기는군요."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인명사전 마르퀴스

후즈 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09년판과 영국 국제

인명센터(IBC)의 '21세기 200명의 저명지식인' 2008년판에 최근 동시에

이름을 올린 서근태(68.부산대 명예교수) 울산발전연구원장은 "'흐름을

읽고 방향을 제시한다'는 경제학자의 본분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이공계에서 뛰어난 연구업적을 내 이들 사전에 등재

되는 경우는 그간 많았지만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이처럼 2곳에 모두

이름이 오르는 경우는 흔치 않다.

교육과 경영컨설팅 부문에서 업적을 인정받은 서 원장은 "그간

기업들을 상대로 숱하게 강연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며 "'큰 틀'을 제대로 제시하면 기업은 알아서 길을 찾게 돼

있고 그것이 경제학자의 본분"이라고 말했다.

서 원장은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40여년간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국제경제학' '무역학 원론' '국제경제론' 등 국제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 여러 권의 교과서를 저술하는 등 인재양성에도

큰 힘을 쏟았으며 이번 인명사전 등재에는 그 같은 공로도 함께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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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출신인 그는 울산지역 경제에 대해 "향후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 지역의 자원 개발이 본격화하면 울산은 이를 수입해 바로

가공할 시설을 갖추고 있어 최적의 조건을 지닌 항만"이라며 거시적인

차원의 투자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또 "울산의 산업이 최전성기를 맞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대대적인

투자를 놓쳐서는 안 될 적기 "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 시기를

보내고 나면 울산은 껍데기만 남을 것"이라며 울산지역 업계와 지자체의

인식 전환을 주문하기도 했다.

서근태 원장은 1969년부터 2004년 8월까지 부산대에서 무역학과

국제경제학, 무역정책, 아시아경제론 등을 강의했으며 한국무역학회

회장,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2008년 9월 12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환경신문고' 올 상반기 3천648건 접수(환경)

울산시가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환경신문고를 운영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3천648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시에 따르면 분야별 신고 건수는 대기에서 자동차 매연 1천

541건과 비산먼지 400건 등 1천941건, 수질에서 50건, 폐기물 1천277건,

기타 380건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329건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2천987건은 개선권고

했으며, 748건의 신고자에게는 7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환경신문고는 공중전화나 일반전화를 이용할 경우 국번없이 128번,

휴대전화를 이용할 경우 지역번호＋128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www.ulsan.go.kr)시민광장이나 신고센터, 환경신문고를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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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기大 첫 신입생 수시모집 '대박'(교육)

내년에 문을 열 울산과학기술대(UNIST. 총장 조무제)가 첫 신입생

수시모집에서 6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을 보이는 등 '대박'을 터뜨렸다.

울산과기대는 2009학년도 수시 2학기 원서접수 마감일인 12일 오전

11시 현재 350명 모집에 2천72명이 지원해 평균 5.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중이다.

특히 이공계 특성화대학인 이 대학은 이공계열 일반 전형 63명

모집에 668명이 지원해 10.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수학,

과학 등 이공계열 특정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는 105명 모집에 709명이

지원해 6.7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공계열 재능 우수자 전형에는 50명에 184명, 조기 졸업자 전형

25명에 98명, 지역고교 출신자 전형 25명에 143명이 몰렸다. 지원자를

출신고교 유형별로 보면 과학영재학교 9명, 과학고등학교 322명 등

과학영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이공계 전체 지원자의 19%인 312명을

차지하고 있어 울산과기대가 과학영재들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 출신고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울산이 14.7%인 반면 서울·

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전체의 26.8%, 부산·경남 27.4%, 대구·경북

16.1%, 충청·강원 6.5%, 호남·제주 8.5% 등 전국적인 분포를 보였다.

울산과기대 관계자는 "조무제 총장이 전국 상위 5%의 학생을

선발하여 융합 학문 특성화, 창의적 글로벌인재 양성, 신산학협력 등을

통해 울산과기대를 KAIST, POSTECH와 더불어 국내 이공계 특성화

대학의 트라이앵글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10일 발표한 광역경제권발전 선도 프로

젝트사업에서 울산과기대가 동남권을 선도하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것이 이번 수시 모집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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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하수처리장서 질식사고, 2명 숨지고 3명 부상(사회)

12일 오후 1시50분께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울산시 온산하수처리장에서

지름 1.5ｍ 배수관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던 장모(37. 기능직 9급)씨와

김모(45. 공업직 7급)씨가 가스에 질식해 숨지고 이들을 구하려던 한모

(38.기능직 8급)씨 등 3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한씨는 "장씨가 먼저 작업을 하러 들어갔다가 가스에 질식해 쓰러

지자 김씨가 달려와 구하러 내려갔으나 그 역시 가스를 들이마시고

실신했으며 나와 다른 공무원 2명도 이들을 구하려다 가스를 흡입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출된 가스의 종류를 파악하는 한편 부상자들과 하수처리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가스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9월 13일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행정지원국)

○ 기 간 : 2008. 9. 13 ~ 9. 15 (3일간)

○ 근무인원 : 8개 분야 135명 (1일평균 45명 정도)

○ 근무방법 : 종합상황실(자치행정과) 등록 후 자체 사무실 근무

※ 사전교육 : 9. 12(금) 10:00, 근무요령 등 교육

○ 주요내용

∙ 귀성객 특별수송대책 등 분야별 종합대책 추진

∙ 각종 시민생활 불편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 조치

○ 협조사항

∙ 구 군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연휴 전후(9.12, 9.16) 공무원 연가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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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기업 추석연휴 돌입, 유화업체 정상근무(사회)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울산지역 대부분 제조 기업체가 13일

부터 평균 3∼5일간의 추석 연휴에 들어갔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닷새간 추석 연휴에

들어갔고 모기업의 휴가 일정에 맞춰 북구 효문동과 매곡동, 달천동의

300여개 넘는 협력업체도 일제히 추석 휴가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도 이날부터 휴무해 오는 16일까지

나흘간 추석 연휴를 보낸 뒤 17일부터 정상조업을 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남구와 울주군 일원에 산재한 50여개 안팎의 조선

협력업체도 모기업과 함께 추석 연휴에 들어갔다.

그러나 울산석유화학공단 내 주요 기업체는 생산시설을 멈출 수

없는 장치산업의 특성상 평소처럼 정상근무를 했다. SK에너지 울산

공장의 경우 이날 시작된 추석 연휴에도 생산직 근무자 2천여명이

4조 3교대로 나눠 평소처럼 근무하는 등 오는 15일 사흘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24시간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S-Oil 울산공장도 설 연휴기간 관리직은 쉬되 생산직 근로자 1천

여명이 교대로 출근해 정상근무하고 있고 효성 울산공장도 800여명이

돌아가며 공장을 가동했다.

이 밖에 삼성정밀화학과 삼성석유화학, 삼성BP화학도 각각 100∼

400여명의 생산직 근로자가 평일과 같이 근무하는 등 울산석유화학공단

내 60여개 장치산업 기업체는 연휴 기간 교대 근무를 통해 정상 조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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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14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지역 실업률 5개월 연속 3%대(경제)

울산지역 실업률이 5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 울산출장소에 따르면 울산지역 실업률은 지난 4월

3.2%를 기록한 이후 5월 3.6%, 6월3.8%, 7월 3.0%, 8월 3.0%로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5%∼2.7%를 크게 웃돌고 있는 수준이다.

지난달 지역의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52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만1천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8월 중 실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3천명(0.4% 포인트)이 증가한

1만6천명(실업률 3.0%)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별 취업자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3천명(18.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취업자수가 1만5천명

(4.9%)이 각각 늘어났지만, 광공업 취업자는 8천명(4.2%)이 감소했다.

'울산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3명 선정(행정)

울산시는 14일 하반기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한국화학연구원

이동구(52) 울산지원센터장, 강종철(60.전 울산지방노동청장) 경남지방

노동위원회위원장, 보이단 데미레이(53.터키) 현대중공업 감독관 등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씨는 2007년 4월부터 한국화학연구원 울산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국을 누비며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을 유치하고

국가정책에 울산의 계획을 반영하며, 첨단화학 허브도시 육성 및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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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씨는 34년간의 공직생활 가운데 7년을 울산에서 근무하면서

악성 노사분규 지도와 산재예방, 고용안정 등에 기여하고 기업하기

좋은 울산 만들기에 앞장섰으며, 특히 산재환자 및 가족 보호와 조선

업체 직업병(소음성 난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대중공업이 추천한 보이단 데미레이씨는 지난 2000년과 2004년에

이어 올해 4월 또다시 입국해 터키 선사의 현대중공업 수석감독관

으로 일하고 있으며, 우리의 조선기술력을 높이 평가해 한국인 감독관을

5명이나 고용한 것은 물론 한국문화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방침이다.

2008년 9월 15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학부모 30% "자녀 등하굣길 위험"(사회)

울산지역 학부모 30.4%가 자녀의 등하굣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울산시 동구청이 지역의 초등학교 1,2학년 학부모 822명을

대상으로 '아동안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등하굣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안전하다는 응답은

17.7%에 그친 반면 위험(26.3%) 또는 매우 위험하다(4.1%)는 응답은

30.4%나 됐다. 어린 자녀가 등하교 할 때 보호자가 동행하냐는 물음에는

대다수인 80%가 아이가 혼자서 등하교한다고 답했고 보호자가 동행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방과후 자녀가 어디서 시간을 보내냐는 질문에는 학원(54%), 집

(31%), 놀이터(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를 상대로 한

납치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자 매우 걱정스럽다(45.2%)거나

걱정스럽다(47%)는 응답자가 92.2%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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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등하굣길의 안전을 위해 안전도우미를 활용하는 방법인

'키즈가디언' 제도 도입과 관련해 응답 학부모의 63.5%가 찬성의견을

내놨다.

동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고령 인력과 주부 등을 초등학생 등하굣길의

안전도우미로 활용하는 이른바 '키즈가디언' 사업을 검토중"이라며 "지역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9월 16일

태화강 수생태계 회복사업 관련 하천수 수질조사(보건환경연구원)

○ 기 간 : 2008. 9. 16 ～ 9. 19 (4일간)

○ 대 상 : 척과천 5개소

○ 검사항목 : BOD 등 11항목

2008년 9월 16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대 전기전자공학부 BK21 전국 1위(교육)

울산대학교는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부의 'e-Vehicle 연구인력

양성사업단(단장 조상복)'이 BK21(Brain Korea 21) 2단계사업 2차연도

(올해) 지역정보기술 분야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대는 이번 평가에서 ▲SCI(과학기술논문색인) 교수 41편, 대학원생

23편 ▲특허출원 24건, 특허등록 6건 ▲기술이전 7건 ▲취업률 2008년

8월 현재 88.9%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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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산로 중앙분리대 화단 착공(환경)

울산시는 16일 동구 진입로 아산로에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 총 19억5천400만원을 들여 북구 명촌동

명촌로 북교차로∼현대자동차 수출부두에 이르는 연장 4.5㎞의 아산로

중앙을 따라 높이 0.45ｍ의 화단을 설치하고 이팝나무 등 6종 4만2천

585 그루와 송악 등 담쟁이류 4만7천505그루를 각각 심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상상황에 대비해 화단과 화단 사이에 차량 회차공간을

설치하고 일부 도로를 높여 침수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의 통행편의를 위해 구간별로 나눠 야간공사를 병행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공사를 중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공사로 아산로가 생태적으로 안정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울산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9월 17일

제7회 시민대상 공적심의위원회 개최(행정지원국)

○ 일시 장소 : 2008. 9. 17(수) 14:00, 행정부시장실

○ 심의 사항 : 추천된 후보자(8명)의 공적내용 심사

∙ 시민대상 수상자(대상 1, 본상 2) 결정

○ 시 상 : 제8회 시민의 날 기념식(10. 1)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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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신규면허 심사위원회 개최(교통건설국)

○ 일 시 : 2008. 9. 17(수) 14:00

○ 장 소 : 교통관리센터 회의실(1층)

○ 심사위원 : 교통건설국장 등 12명

○ 심의대상 : 신규면허 신청 179명(공급 61대)

○ 심의내용 : 개인택시 면허대상 적정여부 및 우선순위 결정

○ 향후 추진계획

∙ ‘08. 9. 23 : 신규면허 대상자 확정 공고

∙ ‘08. 9. 30 : 면허 교부

2008년 9월 17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박맹우 울산시장 세계 인명사전 등재(사회)

박맹우 울산시장이 우리나라 자치단체장으로는 드물게 세계 3대

인명사전 가운데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되게 돼 탁월한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미국 마르퀴즈 후즈 후 측이 최근 "2009년에

발간할 인명사전에 박 시장을 수록할 계획"이라고 통보해 왔다.

마르퀴즈 후즈 후 측은 "박 시장의 업적을 인정해 프로필 수록이

결정되었다"며 "전 세계의 각종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남녀의

인적사항을 수록하며, 박 시장의 부단한 노력과 헌신의 증거"라고

평가했다.

박 시장의 등재는 마르퀴즈 후즈 후에서 올해 초 울산시의 추천을

받고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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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3기에 이어 4기 울산광역시정을 이끌고 있는 박 시장은 지역

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다져 산업수도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태화강을

중심으로 친환경생태도시를 가꿔 울산을 글로벌 리더도시로 부상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적으로 오토밸리 조성을 비롯해 자동차, 조선, 정밀화학 등

주력산업의 신성장동력을 만들었고 공장부지 확보와 시민의 기업사랑

운동을 주도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2010년 수출 1천억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환경적으로는 태화강을 연어가 돌아오는 생명의 강으로 되살려

놓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해 공해도시 이미지를 완전히 불식시켰으며,

태화강마스터플랜을 추진해 친환경생태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해

산업과 환경이 조화로운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박 시장의 이 같은 노력은 최근 정부의 분야별 행정기관 평가에서

우수 자방자치단체로 선정되고 있는 것은 물론 각종 기관단체로부터

대한민국 글로벌경영인 대상,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뉴거버넌스

리더십 메달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미국 인명정보기관(ABI)과 영국 캠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 등과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히고 있는 마르퀴즈 후즈 후는 정치,

경제, 사회, 의학, 과학 등 각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를 수록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450여명이 등재됐으나 자치

단체장이 선정되기는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는 개인의 영광

이기도 하지만 이를 계기로 울산시의 국제적 위상도 한껏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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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쟁력평가서 울산시 '최고'(행정)

울산시는 2008년 MK지역경쟁력 평가에서 '종합부문 AAA 인증서'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MK지역경쟁력평가는 매일경제신문이 매경리서치, 국가지역경쟁력

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 재정, 공공자본,

생태, 안전, 인프라, 생산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울산시는 탈권위주의

행정과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체납세 정리 등의 시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9월 18일

제1차 시․도 경제협의회 참석(경제통상실)

○ 일시․장소 : 2008. 9. 18(목) 10:30, 기획재정부 국제회의실

※ 14:00 재정정책자문회의

○ 참석대상 : 26명(관련 부처 차관, 시․도 부단체장 등)

※우리시 : 정무부시장

○ 회의내용 : 지역발전정책추진방향및경제협의회운영방향설명(균발위)

덩굴식재사업 우리시 선진사례 발표(환경녹지국)

○ 일시․장소 : 2008. 9. 18 (목) 14:00, 부산광역시청 대회의실

○ 주요내용 : 추진방법 및 대상지 선정, 시민자율 참여 유도방안

등 우리시 시행사례 발표 (녹지공원과장)

※ 부산시에서 협조요청 / ‘09년 도심녹화사업관련, 공무원직무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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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18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원산지표시 위반 49곳 적발(행정)

울산시는 18일 추석 전에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단속한 결과

4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구군, 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출장소 등과 합동으로

지난 1일∼12일 도매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집중단속해 허위표시 32곳과 미표시 17곳을 각각 적발했다.

시는 이들 가운데 허위표시한 음식점 3곳과 농산물 판매소 29곳

등 32곳을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농.수산물 판매소 17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울산시 2년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선정(행정)

울산시가 '2008 지방자치대상'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에 선정되고 박맹우 시장은 경영혁신 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

18일 시에 따르면 한국언론인포럼이 주최하고 지식경제부와 문화

관광부, 환경부 등이 후원하는 2008년 지방자치대상 평가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박 시장은 혁신 리더로 평가받아 경영혁신 대상 수상자에

각각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울산시는 산업단지 확충을 통한 공장용지 공급과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신성장동력 확충, 기업사랑운동을 통한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기업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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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을 추진한 안목과 정원을

최소화한 강소형 조직 개편, 능력없는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시킨 혁신적

인사쇄신, 시민 위주의 탈권위주의 행정, 지구촌 최대의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시책 추진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지방자치대상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것으로 올해 4회째를 맞으며, 12개 부분별로 수상자를

선정해 오는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9월 19일

청렴․투명행정 추진 실무위원회 개최(감사관실)

○ 일 시 : 2008. 9. 19(금) 14:00

○ 장 소 : 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주무담당 등(주재 : 감사관)

○ 주요내용 : ‘08년 청렴․투명행정 추진 점검 및 청렴도 측정 안내

제4회 울산민족예술제(문화체육국)

○ 일시․장소 : 2008. 9. 19 ~ 9. 21(3일간), 달동문화공원 일원

※ 개막식 : 9. 19(금) 19:00,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 참여인원 : 500여명

○ 주요내용 : 난타포퍼먼스, 마당극, 청소년창작가요제, 체험마당 등

○ 행사주관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민예총)



2008 울산종합일지  ● ● ●

442╻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 

충렬공 박제상 기념관 개관(문화체육국)

○ 일시․장소 : 2008. 9. 19(금) 14:00, 박제상 기념관(두동면 만화리)

○ 참석인원 : 300여명(시장님, 시의장, 국회의원, 일반시민 등)

○ 행사내용 : 개관식, 내부관람, 다과회, 마당극 등

《기념관 개요》
 ❐ 규 모 : 부지 9,461㎡, 건축 2개동 943.9㎡

❐ 사업기간 : 2006. 12 ~ 2008. 9

❐ 사 업 비 : 6,406백만원(국 2,751 / 시 1,496 / 군 2,159)

❐ 주요시설 : 박제상전시관, 울주문화관, 삼모녀상, 추모비 등

2008년 9월 19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61명에 개인택시면허 신규 발급(교통)

울산시는 19일 개인택시 면허 신규공급 예정자 61명을 공고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개인택시 운송사업 심사위원회를 열어 올해 면허를

신청한 179명에 대해 적격여부를 심의한 결과 택시운전사 51명, 버스

운전사 6명, 화물차운전사 3명, 군관용 운전사 1명 등에 대해 각각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뒤 최종 면허

대상자를 결정하며, 운송부대시설 등의 조건을 갖추면 면허를 교부할

방침이다.

이로써 울산지역의 택시는 일반택시 2천208대, 개인택시 3천583대 등

모두 5천791대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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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20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축소(행정)

울산시는 20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면적 1만㎡

미만의 행정계획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행정계획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았으나 대상이 축소됐으며, 절차도 5만㎡ 미만의 행정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을 작성할 때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 간소해졌다.

또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3만㎡미만의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나 6만㎡미만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녹지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3만㎡ 미만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등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2008년 9월 2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대왕암공원 개발 보상 내년 6월 완료(환경)

울산시 동구청은 내년 6월까지 모두 108억원을 들여 동구 방어동

대왕암공원 개발사업을 위한 보상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동구청에 따르면 대왕암공원 진입로 주변의 낡은 상가나 주택(토지

30필지, 지장물 62건)을 모두 철거하기 위한 보상작업을 내년 6월

이전에 모두 마무리하고 이후 대왕암공원의 경관개선을 위해 대왕교

도색 및 야간 경관조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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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이 진입로 주변에 대한 보상과 철거를 끝내면 울산시가 길이

400ｍ의 도로를 확장, 개설하고 전기와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와 함께 기반시설이 조성되면

대왕암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유치가 더욱 쉬워질 것으로 동구청은

전망하고 있다.

동구청은 또 대왕암 공원의 경관개선을 위해 모두 7천만원을 들여

대왕교를 주변 기암괴석과 잘 어우러지도록 새롭게 도색하고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야간 경관조명 설치비용은 동구지역의 울기라이온스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대왕암 공원은 동구 일산동에서 방어동 일대 94만2천㎡ 규모이며,

연간 5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동구청은 지난 2004년에 대왕암공원 조성기본계획이 결정된 뒤

2008∼2013년까지 1천317억원(시비 876억원, 민자 441억원)을 투입,

송림탐방지구 등의 6개 권역으로 나눈 공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9월 22일

2008. 공무원 총조사 실시(행정지원국)

○ 조사기간 : 2008. 9. 22(월) ~ 10. 10(금)

○ 조사기준 : 2008. 9. 1

○ 대상인원 : 5,180명(시 2,351, 구 군 2,829)

※ 휴직, 해외파견자 및 ’08. 9. 1일 이후 신규 임용자는 제외

○ 조사항목 : 80개 항목(신상, 임용, 학력, 주택, 채무 등)

○ 조사방법 : 개인별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조사항목 입력

○ 협조사항 : 개인별 인사정보시스템 접속 항목별 입력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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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정기 교통량 및 속도조사(교통건설국)

○ 목 적 : 교통개선 효과분석 및 정책목표 수립 자료 활용

○ 기 간 : 2008. 9. 22 ~ 9. 26(5일간)

○ 인 원 : 1,733명(연인원)

○ 조사내용

∙ 교통량조사 : 167개 지점(시계유출 15, 교량 6, 교차로 146)

∙ 속도조사 : 34개 교통축(승용차 23, 시내버스 11)

2008년 9월 22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학원교습 24시로 제한, 조례안 의결(행정)

울산지역 학원의 심야교습이 24시까지로 제한된다. 울산시의회 교육

사회위원회는 22일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내용의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조례에 따르면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오전

5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해 그동안 학원의 자율에 맡겼던 교습

시간을 제한했다. 또 독서실 운영시간은 오전 2시까지로 제한했다.

시의회는 시교육청이 지난해 제출한 이 조례안을 지난 3월과 5월

임시회 때 각각 심의했으나 심야교습 수강실태와 제한 때 예상되는

문제점, 학력향상 방안, 심야교습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학생 건강권

확보방안 등의 자료가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대해 조례안 심의를 강력하게 촉구했던 이은주 의원은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조례를

이제 처리한 것이 늦었지만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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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귀신고래회유해면'으로 불러주세요"(문화)

"울산극경회유해면(蔚山克鯨回遊海面)을 '울산귀신고래회유해면'으로

불러 주세요"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제126호인 '울산극경회유해면(귀신

고래(克鯨)가 유영하는 바다)'의 명칭을 '울산귀신고래회유해면'으로 바

꿔달라는 울산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9일 명칭변경을 공고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시가 명칭변경을 신청한 것은 지난 7월 말로 "'극경'이 일본식

표기인데다 뜻을 풀이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다"는 이유에서였다.

울산극경 회유해면은 정부가 지난 1962년 12월3일 남구 장생포

앞바다에 희귀종인 귀신고래가 자주 출몰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면서

붙인 이름이다.

이와 함께 귀신고래회유해면의 소재지와 관리자에서 울산시가 빠져

있던 것을 '강원도, 경상남.북도, 울산광역시'로 바로잡았다. 울산이

지난 1997년 경상남도에서 독립해 광역시로 승격했으나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소재지와 관리자의 명단은 여전히 '강원도, 경상남북도'로만

돼 있었던 것이다.

울산시는 관계자는 "이번 명칭변경과 행정소재지 및 관리자 명단

수정을 계기로 고래도시 울산의 이미지가 더욱 개선될 것"이라며

"지역별로 특화된 고래테마 관광도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 ● 2008. 9월 주요수록 안내

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447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9월 23일

(주)무학 울산공장 기공식(경제통상실)

○ 일시․장소 : 2008. 9. 23(화) 11:00, 울주군 삼남면

○ 내 용 : 100여명 참석, 기공식 및 오찬 등

굴화․강동 하수처리시설 민자사업 3차 본협상 실시(환경녹지국)

○ 일 시 : 2008. 9. 23 (화) 14:00, 환경관리공단 (서울)

○ 참 석 : 15명 (정부측 6, 민간 사업자측 7명, 우리 시 2명)

○ 주요 협상내용 : 총사업비, 운영비, 실시협약 등 전반사항

제9회 장애인 합동결혼식 개최(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9. 23(화) 14:00～15:00

○ 장 소 : 울산문수월드컵컨벤션 웨딩홀

○ 참석인원 : 300명 정도(장애인 부부, 친지, 가족 등)

○ 행사내용 : 장애인 부부 4쌍 무료합동 결혼식

○ 주 관 : 울산YWCA(회장 김금자)

2008년 9월 23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대상' 수상(행정)

울산시는 '2008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대상'(생태도시 부문)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상은 서울경제신문사가 지방자치단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경영활동과 경쟁력 있는 글로벌 도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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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심사에서 오염이 심했던 태화강을 연어가 돌아오고 수달이

서식하는 생명의 강으로 되살려 놓은 태화강 마스터플랜 추진, 100만

그루 덩굴식물 심기 등 도심녹지 조성,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등 생태

환경도시 건설노력 등이 높게 평가받았다.

시상식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으며, 서필언

행정부시장이 참석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9월 24일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9. 24~9. 25(2일간)

○ 대 상 : 지역응급의료기관 10개소(울산병원외 9개소)

○ 평 가 반 : 3개반 11명

○ 평가분야

∙ 구조평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3개부분 21개 항목

∙ 운영평가 : 지정기준에 따른 적절한 운영여부 평가

∙ 현지조사 : 평가대상기관에서 작성 준비된 자료를 현지 조사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개최(문화체육국)

○ 일시․장소 : 2008. 9. 24(수) 14:00, 재난상황실

○ 안 건 : 5건 12점(조각 10점, 회화2점)

○ 심의내용 :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 도시

미관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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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산업대상' 수상자 7인 선정(산업)

울산시는 '2008년 울산광역시 산업대상' 수상자 7명(기업 포함)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상자는 자랑스러운 경영인에 ㈜티에스엠텍 마대열

대표,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세진중공업 윤종국 대표와 ㈜네크

이진웅 대표, 산업평화 부문에 ㈜삼양사 울산공장 임경신 공장장과

용산화학노동조합 정상준 위원장, 지역사회공헌에 ㈜S-OIL, 기업사랑에

한국음식업조합중앙회 울산시지회 진철호 지회장 등이다. 마 대표는

첨단 신소재 티타늄사업의 국산화 성공과 온산공장 증설로 고용확대

및 매출 증대에 기여했고 윤 대표는 수출 1억불탑 수상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나섰으며, 이 대표는 선박부품 국산화에 기여한 공로다.

임 공장장은 노사 상생문화의 정착과 지역사회 공헌, 정 위원장은

무분규 및 무재해 달성과 근로자 고용안정에 각각 기여했고 S-OIL은

울산복지재단 설립과 메세나운동에 참여했으며, 진 지회장은 지역사랑

운동과 행복도시 울산 만들기 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시는 오는 10월8일 울산산업문화축제 개막식 때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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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9월 25일

“자원봉사 BEST ULSAN" 리더자원봉사자 교육 실시(행정지원국)

○ 일 시 : 2008. 9. 25(목) 14:30

○ 장 소 :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대강당(남구 삼산동)

○ 참석대상 : 350명

○ 교육내용

∙ 리더 자원봉사자 활동요령 및 자원봉사자의 역할

∙ 자원봉사 리더십 및 가치

시, 구․군 공무원 합동 워크숍 개최(행정지원국)

○ 일시 장소 : 2008. 9. 25 ~ 9. 26(1박 2일), 대명콘도

○ 참가대상 : 100명(시 50, 구․군 50), 6급 공무원

○ 주요내용 : 초청특강, 분임토의, 기타

○ 기대효과 : 시, 구 군간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시내버스 노․사․정 공동 협력 워크숍 개최(교통건설국)

○ 목 적 : 노․사․정리더그룹네트워크및파트너십형성으로대시민서비스질향상

○ 기 간 : 2008. 9. 25 ~ 9. 26(2일간)

○ 장 소 : 대명콘도(경주시 신평동 소재)

○ 참석대상 : 42명(버스업체 노․사대표 및 실무자 28, 버스조합6, 시8)

○ 주요내용

∙ 시내버스 주요시책 설명 및 토론

∙ 시내버스이용 활성화방안 발표, 공동협력방안 모색,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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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8월 무역수지 8천만달러 '적자'(경제)

울산지역 지난 8월의 무역수지가 지난 1월이후 7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25일 무역협회 울산지부에 따르면 8월의 수출은 73억 7천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2.8% 증가했으나 수입이 74억6천800만달러로

전년동월에 비해 무려 60.1%나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8천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월부터 흑자를 보이기 시작한 무역수지가 5월에 22억5천만

달러까지 흑자를 기록한 후 감소하기 시작해 마침내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이 같은 적자는 고유가로 인한 원유 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98.6%나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수출이 선박과 석유제품의 호조에 힙입어 전국평균

(18.7%)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올해 누계 1위자리의 고수는

물론 2위 경기도와의 격차를 더욱 늘렸다.

품목별 수출은 선박과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자동차는 장기파업으로 인한 일부 차종의 공급이 부족해

최대 시장인 미국, 러시아 등으로의 수출이 줄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또 이 같은 수출감소 추세에 따라 주요 수출기업의 4.4분기 수출

경기전망지수(EBSI)도 91.8로 비관적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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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9월 26일

환경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협약체결(경제통상실)

○ 일 시 : 2008. 9. 26(금) 10:30

○ 장 소 : 중소기업지원센터 5층 소회의실

○ 협약당사자 : 울산TP, '08년 신규과제 선정 사업자

※ 9. 9일 선정 평가위원회를 거쳐 업체 선정

○ 향후 추진계획

∙ 공모과제 제출 업체에 대한 수행능력 현장 평가 : ‘08. 8. 28 ~ 29

∙ 공모과제에 대한 신규지원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 ‘08. 9. 9

※ 기업당 환경산업 기술개발 사업규모 : 50백만원 정도

- 30백만원(지원금) + 20백만원(기업 현금․현물부담금)

전국체육대회 결단식(문화체육국)

○ 일시․장소 : 2008. 9. 26(금) 10:30, 동천체육관

○ 참석인원 : 620여명(전문체육 420, 장애인체육 200)

○ 체전일정 및 우리시 참가인원

∙ 제89회 전국체육대회 : 10.10 ~ 10.16(7일간, 전남 여수일원)/37

종목 923명

∙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10.5 ~ 10.9(5일간, 광주) / 19종목

339명

언양한우불고기 축제(울주군)

○ 일 시 : 2008. 9. 26 ~ 9. 28

※ 개막식 : 9. 26. 18:00, 참석 130,000여명

○ 장 소 : 언양 삼성아파트 옆(구 삼도물산)

○ 주요내용 : 공연, 체험 및 전시행사, 먹거리마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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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올해 임금협상 완전타결(사회)

4개월여 넘게 끌어온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완전

타결됐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윤해모)는 25일 올해 임협의

두번째 잠정합의안 수용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전체

조합원 4만5천89명 가운데 4만2천694명(투표율 94.69%)이 투표해 찬성

2만3천266명(54.49%), 반대 1만8천620명(43.61%)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29일 상견례 이후 4개월여 넘게

이어져온 올해 임협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결과는 더이상 소모적인 협상이 진행될 경우 노사 모두 파국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하루 빨리 임협 타결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노조는 분석했다.

노사는 이에 앞서 극심한 노노갈등속에서 지난 2일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역대 최저 찬성률인 37.39%로 부결

되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후 3차례의 강도높은 부분파업과 재협상 끝에 지난 22일 두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에 이르게

됐다. 노조의 장규호 공보부장은 "이제 혼란과 갈등을 접고 4만5천

조합원은 노조를 구심으로 하나가 돼야할 것이며 집행부는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주간연속2교대제는 큰 틀에서

합의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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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노사협상은 산별 중앙교섭과 주간연속 2교대

시행안의 어려운 안건으로 인해 여느 해 보다 힘들었다"며 "합의안을

이끌어내기까지 대내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

상호이해와 양보의 노사문화를 더욱 증진시켜 성숙된 협상문화를

정착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다음주중 윤여철 사장과 윤해모 지부장 등 노사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임협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협에서 임금 8만5천원(기본급 대비 5.61%)

인상과 성과급 300% ＋ 400만원 지급에 잠정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주간연속 2교대제는 2009년 9월중 전 공장에서

시행하되, 전주공장은 내년 1월중 시범실시하고 1.2조 각각 8시간과

9시간 근무, 생산물량과 임금은 현재의 주야간조 각 10시간 근무수준

유지 등에도 합의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9월 27일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실시(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2008. 9. 27(토) 10:00~12:00, 울산공고

∙ 시험장소 공고 : ‘08. 9. 5(금)/시 홈페이지

○ 선발예정인원 : 10명(행정직 7급 외 4개직렬 6개직류)

∙ 출원인원 : 673명(평균 경쟁률 67:1)

※ 행정직 7급(일반행정) : 2명 선발, 345명 출원(173:1)

○ 향후 추진일정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10.24) ⇒면접(11.12~11.14)

⇒ 최종합격자 발표(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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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학교 자율학습 단축 권고(정치)

울산시의회는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 제한 조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학습도 1시간 정도 단축해 학생들이 학원수업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울산지역 학원의 심야 교

습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제한하는 '울산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학교의 자율학습도 1시간 정도 단축하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울산지역 고등학교는 현재 오후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이 자정까지로 제한되면 학교에서 학원까지

이동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자율학습 후 학원에 다니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울산시의회 관계자는 "학교 자율학습 시간은 각급 학교의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된다"며 "그러나 학원의 교습시간이 잘 지켜지도록

학교에서의 자율학습 시간도 1시간 정도 앞당기도록 교육청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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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28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정수장․수도꼭지 수질 '안전'(보건)

울산시는 이달들어 정수장과 수도꼭지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모두

우리나라 먹는 물 수질기준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적합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회야정수장과 천상정수장 등 2개 정수장에 대한 조사

에서는 미생물(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과 유해영향무기물질(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질소 등), 유기물질(농약류 등), 휘발성유기물질 등이 검출

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잔류염소, 총트리할로메탄 등)과 심미적

영향물질(경도, 냄새, 맛 등) 등도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였다.

급수인구에 따라 남구 31곳, 중구 22곳, 동구 16곳, 북구 15곳,

울주군 17곳 등 101개의 일반가정 수도꼭지에 대한 검사에서도 잔류

염소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등 4개 항목 모두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내였다.

2008년 9월 29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계약심사제 '효과', 올해 69억 절감(행정)

울산시가 계약심사제를 시행해 올들어 지금까지 68억9천600만원의

세출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각종 공사와 용역을 발주하기에 앞서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계약심사제를 도입한 결과

첫해에 90억원, 지난해 78억원을 절감했고 올들어서는 68억9천600만원을

아낀 가운데 28억5천400만원 부분은 지난 7월말 계약심사과를 신설한 지

두 달만의 성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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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올들어 공사에서 59건 773억원을 심사해 49억3천500

만원, 용역에서 81건299억원을 심사해 16억3천500만원, 설계변경에서

3건 10억원을 심사해 5천800만원, 물품구매에서 55건 37억원을 심사해

2억6천800만원을 각각 줄였다.

공사분야의 경우 신항만 배후도로 확장 공사비 3억원, 문화예술

회관 증축 공사비 1억2천500만원, 동서오거리∼야음주공아파트 도로확장

공사비 1억원을 각각 절감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심사제는 5억원 이상 공사와 3천만원 이상 용역,

10억원 이상 설계변경을 할 때 발주부서에서 계약하기 전에 담당공무원과

원가분석자문단이 심사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효과가 좋았지만 특히 과를 설치한 후 절감실적이 더욱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의 계약심사제 운영실적이 지난해 지방행정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전국에 알려지자 강력한 예산절감 대책을 추진

하고 있는 새 정부가 이를 본보기로 지난 7월부터 전국 시도에 계약

심사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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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30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그린벨트 해제, 울산시 요구수준 '충족' 기대(행정)

울산시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수요조사 과정에서 지역의 공장용지

수요가 충분히 인정됐기 때문에 해제총량도 시의 요구 수준을 거의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가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 사업에 선정된 울산-포항 테크노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12㎢이다.

테크노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전체면적 21㎢ 가운데 그린벨트 12㎢를

해제해 달라는 것으로 이 속에는 자동차 및 조선 연관산업이 들어설

북구, 태양광 등 에너지산업이 들어설 울주군, 기존 공장용지 확장에

필요한 울산.온산국가산업단지 주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가운데 최소 9㎢ 이상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 해제총량을 설정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 번 해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또 정부가 이번에 그린벨트를 조정하기 위해 지역별 수요조사를

실시했을 때 울산지역의 산업용지 수요가 충분히 인정됐기 때문에 시의

해제요구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0월부터 국토해양부와 해제총량 설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면서 해제총량을 반영하기 위한 기존의 2021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을 변경도 동시에 추진해 내년 3월 안에 확정

한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일단 도시기본계획에 총량이 반영된 후 개별사업에

필요한 해제는 다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울산지역 그린벨트는 시 전체면적의 27%인 27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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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내년 국가예산 4천800억 반영(행정)

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울산지역 예산 4천806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울산시와 한나라당 강길부(울주군) 의원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2일 국회에 제출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시가 요청한

예산은 일반국고보조 185건 3천578억원과 균특회계 81건 1천228억원

등 모두 4천806억원이며, 이는 올해 확보한 4천174억원보다 632억원

(15.1%)이 증가한 규모다.

반영된 주요 사업은 용암폐수종말처리장 건설비 200억원, 온산

국가산업단지 진입로 개설비 141억원,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로 개설비

113억원, 길천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개설비 71억원, 항만배후도로 개설비

104억원, 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비 55억원, 태화강 생태공원

조성비 30억원 등이다.

국가시행사업으로는 울산과학 기술대학교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비

250억원과 울산신항만 건설비 1천265억원, 국도31호선(온산∼두왕)

개설비 290억원, 부산∼울산 복선전철화사업비 778억원 등이 반영됐다.

시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종합심사 과정에서 국회 상주팀을 가동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예산을 더욱 늘릴 방침이다.

강 의원은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시의 주요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해 신항만사업비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100억원이나 증액되는 등

시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됐다"며 "국회심의 과정에서 울산과기대 예산

등을 최대한 더 증액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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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0월 1일

제8회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행정지원국)

○ 일 시 : 2008. 10. 1(수) 18:30~21:00

※ ubc울산방송 생방송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우천시 대공연장)

○ 참석인원 : 1,500명 정도

○ 주요내용

∙ 식전행사 : 시립무용단 공연

∙ 기 념 식 : 시상, 기념사, 축사 및 시가 합창

∙ 식후행사 : 처용콘서트(인기가수 초청 공연)

2008년 10월 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서생면 '1배 농가 1공무원 이어주기 사업'(사회)

최근 배 값 하락과 판매량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울산지역

배 농가를 돕기 위해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사무소가 '1배 농가 1공무원

이어주기 사업'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1일 배 산지인 서생면에 위치한 서생면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배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판매량도 줄어 배 과수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돕기 위해 공무원과의 결연을 추진키로 했다.

서생면사무소는 이에 따라 이 지역 500여 배 과수농가와 공무원

1명씩을 결연해 이들 공무원이 연간 5만원 상당의 배를 사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배를 팔아주는 '1배 농가 1공무원 이어주기 사업'을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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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생면사무소는 이달 한달 간 울주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결연

사업을 벌이고 앞으로 민간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울산에는 현재 1천500여 배 과수농가가 1천200㏊에서 연간 2만3천t의

배를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 배 가격이 15㎏ 짜리 최상품이 2만원에서

2만5천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절반 가량 떨어진 상태다.

서생면사무소 관계자는 "이 사업이 정착되면 가격 하락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배 과수 농가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0월 2일

제42회 처용문화제 개최(문화체육국)

○ 기 간 : 2008. 10. 2 ～ 10. 5(4일간)

○ 장 소 : 달동 문화공원 및 문화예술회관 일원

○ 주요내용 : 처용고유,월드뮤직페스티벌,처용퍼레이드,국제심포지엄 등

시중 유통 축산물 멜라민 검사(보건환경연구원)

○ 기 간 : 2008. 10. 2 ～ 10. 17

○ 대 상 : 축산물가공업소, 판매업소, 대형마트 등 유통 축산물

○ 검 체 : 조제분유, 우유류, 발효유, 식육, 햄, 소시지 등

○ 검사항목 : 멜라민(melamine) 혼입여부에 대한 정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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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시민응원가 악곡공모 당선작 선정(행정)

울산시는 2일 시민응원가 악곡 공모결과 정철(26.경기도 안산시)씨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응원가선정 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4월 선정한 가사 당선작

김혜원씨의 '젊은 피'에 시민들이 쉽고 흥겹게 부를 수 있도록 곡을

붙인 정씨의 작품을 응원가로 최종 선정했으며, 편곡을 거쳐 음반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0월 3일

제1회 사회공헌 문화제 개최(복지여성국)

○ 기간․장소 : 2008. 10. 3～10. 5(3일간), 울산대공원 남문 SK광장

○ 참석인원 : 60,000명

○ 행사내용 : 의식행사, 무대공연, 노인문화축제, 사회복지 SK

동아리행사, 지역문화․예술단체 공연․전시․체험 등

○ 주최․주관 : SK에너지,사회복지협의회,,공동모금회,자원봉사센터,

장애인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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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3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 초청 산행(사회)

울산시는 3∼4일 중구 우정동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가운데

8개 기관의 산악동호인과 가족 등 47명을 초청해 문화탐방 및 신불산

산행을 실시했다.

시는 한국산업안전공단 11명, 근로복지공단 8명, 한국석유공사 6명,

한국동서발전 4명 등을 초청해 3일에는 혁신도시 개발계획과 시정

홍보 영상물을 상영한 뒤 태화강 생태공원, 반구대암각화, 암각화전시관,

천전리각석 등 문화유적을 탐방했다.

4일에는 지역 산악동호인들과 함께 억새가 흐드러진 울주군 상북면

간월산장 - 홍류폭포 - 공룡능선 - 칼바위 - 간월제 - 간월산장으로

이어지는 신불산 등산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부터 진하해수욕장, 간절곶 해맞이, 태화강 물축제

등에 이전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초청행사를 잇따라 열어 혁신도시와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홍보하면서 시민과의 정서적 친밀감을 조성하고

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0월 4일

2008 영남알프스 억새축제(문화체육국)

○ 기간․장소 : 2008. 10. 4 ～ 10. 5(2일간), 신불산 일원

※ 개회식 - 10. 5(일) 08:30, 언양 작천정 벚꽃터널 옆 공터

○ 참가인원 : 1,000여명

○ 주요내용 : 전야제, 등산,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대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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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시민생활체육대회(문화체육국)

○ 기간․장소 : 2008. 10. 4～10. 5일(2일간), 문수보조구장 등

※ 개회식 - 10. 2(목) 18:00 종합운동장 mbc컨벤션

○ 참가인원 : 23종목 5,000여명

2008년 10월 4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생활체육대회 개최, 종목별 구․군 대항전(체육)

울산시는 4일 종합운동장 등에서 제11회 시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

했다.

시에 따르면 5일까지 생활체육인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축구와

육상, 배드민턴, 게이트볼, 탁구, 테니스, 볼링, 족구, 배구, 검도, 생활

체조, 국학기공, 파크골프, 팔씨름 등 14개 정식종목과 시범․전시종목 등

모두 23개 종목에 걸쳐 구․군대항전으로 펼쳐진다.

시범종목은 합기도와 수영, 스쿼시, 전시종목은 패러글라이딩과

윈드서핑, 낚시, 야구, 농구, 청소년댄스 등이다. 지난해 제10회 대회에서는

남구, 동구, 중구가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2008년 10월 5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공무원 자전거타고 출장 제도화(행정)

울산시 남구청(구청장 김두겸)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근거리 출장을 다니는 것을 제도화해 건강유지와 에너지 및 경비절감,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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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은 이에 따라 1천500만원의 예산으로 울산에서는 처음 35대의

업무용 자전거를 구입하고 구청 공터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했다.

구청은 또 자전거 관리를 위해 등록번호를 부착하고 공기압 주입기

등의 설비도 구비했다.

구청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가까운 거리에 출장을 다닐 때 우선적

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고 출퇴근 할 때도 이를 활용토록 권장

하기로 했다.

구청은 이와 별도로 자전거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울산시 남구 신정동

월평성당에도 35대의 자전거와 보관대를 설치해 인근 주민들은 누구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두겸 구청장은 "공무원들이 근거리 출장업무를 다닐 때는 자동차

대신 구청에서 마련한 자전거를 의무적으로 타도록 할 계획"이라며

"자전거는 고유가 시대를 극복할 녹색교통수단으로 앞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확보 및 정비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0월 6일

북구청 종합감사(감사관실)

○ 기 간 : 2008. 10. 6 ~ 10. 17(10일간)

○ 감 사 반 : 감사관 등 14명

○ 감사범위 : ‘06. 10. 1 ~ ’08. 8월말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

○ 중점 점검사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 추진 실태

∙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 사회복지분야 등의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상황

∙ 시설공사의 과다설계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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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실태조사(행정지원국)

○ 조사기간 : 2008. 10. 6～10. 9 (4일간)

○ 대 상 : 91명 40,084백만원

○ 조 사 반 : 시, 구․군 합동 5개반 10명

○ 조사지역 : 7개 시․도 및 관내 ⇒ 서울․부산․인천․경기․

전북․경북․경남

○ 조사결과 조치

∙ 제2차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자료 활용(11월) 개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2008.12.15(월), 공보․인터넷․

게시판 등

2008년 10월 6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교육만족도 전국 '꼴찌'(교육)

울산지역 교육만족도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교육만족도는 울산시 교육청이 53.58점

(만점 100점.전국 평균 63.28점)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꼴찌'로 조사됐다.

울산시교육청의 교육만족도를 세부적으로 보면 초등학교가 57.21점,

중학교 53.67점, 일반계고교 46.14점, 전문계고교 48.65점 등이었다.

울산 다음으로는 대구(55.85점), 광주(56.58점) 등이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충남이 82.36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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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린 울산 '처용문화제', 시민들 '뿔났다'(문화)

지난 5일로 막을 내린 제42회 울산 처용문화제가 운영상의 미숙과

시민들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시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야 한다는 이유로 시민들더러 자리를 비

우라고 하는가 하면 공연 프로그램이 예고도 없이 변경되고도 제대로

된 해명조차 없었다는 점 등이 불만의 주된 이유다.

지난 3일 처용문화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남긴 한 누리꾼

(ID 빨간망토)는 "공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경호원들이 오더니 '무

조건 이 줄은 다 비워야 한다'며 나가라고 했다"며 "나중에 보니 시

관계자들이 앉아 있던데, 즐거웠던 가족나들이가 순식간에 엉망이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5일 공연을 관람한 김모(40.여.남구 옥동)씨도 "5일

공연들이 10여분 늦게 시작된데다 마지막 공연에서는 추진위원장이

인사말을 하느라 10여분을 써 짜증이 났다"며 "시 고위 관계자들이

앉는 자리라며 1층 좌석 2줄을 그냥 비워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일"

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누리꾼(ID 짜라빠빠)는 "무료공연인 탓에 정치인이나 지도층

인사를 위해 로열석을 만들어 놓은 듯한데 거의 빈자리로 남아 있었다"며

"차라리 2층 맨 앞좌석을 귀빈석으로 만들었다면 공연자들도 서운하지

않았을 것이고 시민들의 불만도 한결 적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백설이'라는 아이디의 한 누리꾼도 "개막식 공연장에 아기를 데리고

가도 된다고 미리 전화로 확인했는데 당일엔 '오류'라고만 하며 매우

불친절하게 막았다"며 "3일에는 대공연장 공연이 갑자기 변경됐는데

영어로 안내문을 배포하지 않아 외국인들이 어리둥절해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최측은 "그 같은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현재

어찌 된 일인지 상황을 파악중이며, 갑작스러운 공연일정 변경은 공연자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결정된 것으로 공지 게시물을 즉각 행사장 곳곳에

붙이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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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없는 용역사업 안한다"(행정)

울산시는 내년에 계획한 용역사업을 사전심사해 타당성이 없으면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09년 당초 예산 편성을 앞두고 전문기관에 의뢰할

연구, 조사, 계획, 설계, 감리 등 3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99건(620억원)을

대상으로 사전심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내년 용역사업은 중산2차일반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기술

용역 63건(442억원), 온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전면 책임감리 등

감리용역 10건(110억원), 복합에너지생산연구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등 학술용역 26건(68억원) 등이다.

시는 이들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와 서류심사 등을 통해 필요성과

활용도, 발주시기, 용역비 산출의 적정성 등을 따지고 있으며, 이달안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용역실시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0월 7일

고해상도 영상지도 제작 착수보고회 개최(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10. 7(화) 11:00～12:00, 기획관리실장실

○ 참석대상 : 5명(기획관리실장, 업체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고해상도 영상지도 촬영방법 소개

∙ 사업 범위, 투입 인력 등 사업내용 보고

※ 고해상도 영상지도 제작 ‘08. 9 ~ ’09. 2(5개월), 264백만원,

해상도 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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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 환경공무원 정책연수 실시(환경녹지국)

○ 기 간 : 2008. 10. 7 ~ 10. 16 (10일간)

○ 연수대상 : 9명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지역 환경공무원)

○ 주요내용 : 아시아지역 환경공무원 초청, 우리시 환경정책 연수

∙ 환경개선사례 소개, 태화강 생태공원 및 환경시설 견학 등 실시

※ 개 강 식 : ‘08. 10. 7, 11:30 / 수료식 10.16, 10:30

2008년 10월 7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현대重 기능장 600명 돌파, '업계 최다'(산업)

울산 현대중공업이 보유한 기능장(技能匠)의 숫자가 최근 600명을

돌파해 업계 최다를 기록하며 '기술 현대'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7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발표된 '제44회 기능장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결과 32명이 새로 합격, 현재 사원중 총 606명

(자격증 703개)의 기능장을 보유해 '업계 최강'의 관록을 과시했다.

국내 기술분야 자격증 가운데 최고봉으로 꼽히는 기능장은 실무

경력 11년 이상(산업기사 자격증 보유 시 6년 이상)인 사람만 응시할 수

있고 합격률도 높지 않아 기능장 합격자는 해당 분야의 명실상부한 '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합격자가 많은 만큼 눈에 띄는 인물도 여럿이다. 의장3부에서 배관

설치업무를 담당하는 김대균(46)씨와 김진현(39)씨는 지난 2005년에 용접

기능장에, 올해에는 보일러기능장에 이어 배관기능장에도 합격해 '3관왕'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특수선생산 2부에서 근무하는 정승균(27)씨의 경우는 지난 1999년

전국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 입사한 뒤 10년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이번에 당당히 합격, 배관부문 전국 최연소 합격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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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윤두환의원 벌금 150만원(정치)

울산지법 제3형사부(곽병훈 부장판사)는 7일 지난 4월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울산

북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토록 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은 판결에 불복, 항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건설교통부가 피고인에게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대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며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피고인이 현역의원이라는 유리한 점을 이용해 선

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윤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건설

교통부로부터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돌리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윤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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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0월 8일

제20회 울산산업문화축제(경제통상실)

○ 기 간 : 2008. 10. 8～10. 12

○ 주요 행사내용

∙ 산업대상 시상, 근로자가요제, 축하공연 : 10. 8(수) 19:00, 호반광장

∙ 노사정한마음 등산대회 : 10. 10(금) 09:30, 문수산

∙ 산업체 대항 족구대회 : 10. 11(토) 09:00, 체육공원 주차장

∙ 산업문화상 작품전시회 : 10. 8～10. 12(5일), 체육공원 일원

∙ 기업사랑․울산사랑 걷기대회 : 10. 12(일) 10:00, 대공원 동문광장

저탄소․녹색성장 전략회의 개최(환경녹지국)

○ 일시․장소 : 2008. 10. 8(수) 11:00, 정무부시장실

○ 참석대상 : 13명 (시 6, 전문가 및 시민단체 7)

○ 주요내용 : 주요 추진 전략 발표 및 토의

∙ 분야별 추진방향 및 계획, 그린스타트 범시민운동 추진

∙ 환경전략산업, 신재생에너지 기반조성, 폐기물 에너지화 등

2008년 10월 8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외솔 최현배 선생 유품 울산시에 전달(문화)

울산 출신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의 유품 가운데 일부가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선생의 고향인 울산으로 돌아왔다.

외솔 선생의 유족들과 외솔회, 한글학회, 세종기념사업회 등 한글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울산시청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외솔

최현배 선생 유품 전달식'을 갖고 선생이 생전 집필한 원고와 물품 등

30점을 울산시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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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달된 주요 유품에는 외솔 선생의 친필 원고와 교수 재직시절

쓰던 강의노트, 사진, 지팡이를 비롯해 '우리말본' '한글갈' '나라사랑의

길' 등의 저서, 손자들에게 남긴 붓글씨 족자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이날 전달받은 유품을 임시보관한 뒤 내년 12월 준공 예정인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에 전시할 계획이다.

1894년 10월 19일 울산 동동에서 태어난 외솔 선생은 조선어학회를

창립하고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만드는 등 일제 치하 우리말

보급과 교육에 앞장서다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

으며 해방 뒤에도 미 군정청 교과서 편수국장과 한글학회 이사장,

연세대학교 부총장 등을 역임하며 우리말 발전에 힘썼다.

한편 울산시는 사업비 47억5천여만원을 투입해 중구 동동 613번지

3천400㎡일대에 외솔선생 생가복원사업을 추진중이며 지난 8월 23일

생가 복원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2009년 말 준공을 목표로 기념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0월 9일

국제도시화 실무추진협의회 회의 개최(경제통상실)

○ 일시․장소 : 2008. 10. 9(목) 11:00, 3층 상황실

○ 참석대상 : 16명(정무부시장 등 전위원)

○ 주요내용 : 그간 추진성과 및 향후추진계획 설명, 외국인

지원시책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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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증서 전수식 개최(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2008. 10. 9(목) 11:30～13:00, 울산MBC컨벤션웨딩

○ 참석대상 : 200명(6․25참전 유공자)

○ 행사내용 : 국가유공자증서 전수, 축사, 기념사 ,국가보훈처장

기념품증정, 오찬 등

○ 주 관 : 울산광역시, 울산보훈지청

세계옹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범식 개최(문화체육국)

○ 일시․장소 : 2008. 10. 9(목) 15:00, 롯데호텔(2층 크리스탈 볼룸)

○ 참 석 : 조직위원(100명), 초청 내빈 등

○ 행사내용 : 식전행사, 창립총회, 출범식, 리셉션

제9회 울주 외고산 옹기축제(울주군)

○ 기간․장소 : 2008. 10. 9 ~ 10. 12, 온양 외고산 옹기마을

※ 개 막 식 : 10. 9(목) 18:00

○ 내 용 : 공연, 체험 및 전시행사 등

○ 주 관 : 울주 외고산 옹기축제 추진위원회(5만명 참여예상)

2008년 10월 9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종합장사시설 '하늘공원' 이달 착공(복지)

울산지역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종합장사(葬事)시설이 이달에

착공된다.

울산시는 9일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대 화장장과 봉안당(납골당),

장례예식장 등을 갖춘 울산하늘공원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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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에 따라 사업비 552억원을 들여 이달 안에 전체면적 9만8천㎡,

건축면적(3개동) 7천964㎡, 건축연면적 1만 5천667㎡ 규모의 장사

시설을 착공해 2012년 3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무연, 무색, 무취의 화장로 10기를 갖춘 화장장과 총2만

위를 모실 수 있는 봉안당, 장례예식장, 주차장 등이 들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종합장사시설은 지난 2003년 10월 울주군 삼동면 주민들이 자진

유치신청을 하면서 건립이 본격화됐으며, 지난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거쳐 이날 최종 승인됐다.

울산 화진교통 월급제서 사납금제로 환원(교통)

울산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었던 택시업체

화진교통이 사납금제 방식으로 환원하기로 노사합의했다.

9일 울산시와 화진교통에 따르면 화진교통 노사는 오는 11월1일

부터 회사의 임금지급 방식을 그동안 시행했던 월급제에서 사납금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화진교통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유류비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고

택시운행 수입전액을 회사에 납입한 뒤 수입비율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월급제를 도입했지만 경영이 어려워지자 사납금제로 바꾸기로

했다.

월급제는 수입의 일정액만 회사에 내는 사납금제와 달리 부가세

부담이 높고 최근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인상 등으로 회사의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45개 택시업체 가운데 2000년대 들어 성도

운수와 우리들택시, 화진교통이 월급제를 시행했지만 모두 경영이

어려워 사납금제로 다시 바꾸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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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0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민노당 울산시당 새 위원장에 김창현씨(정치)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10일 새 시당위원장 선거에서 김창현(46.전

동구청장)씨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울산시당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실시한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으며,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의 92% 찬성을 얻어 당선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을 혁신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노당은 지난 대선패배 이후 분열을 이기지 못하고 쪼개져

시민과 노동자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며 "이제부터 시정에 적극 개입해

시민정치의 일상화를 실현하고 당을 떠난 노동현장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강조

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0월 11일

전국단위 탑프루트 시범단지 현장 평가회 개최(농업기술센터)

○ 일 시 : 2008. 10. 11. (토) 14:00

○ 장 소 : 서생농협 및 탑프루트 단지

○ 참석대상 : 150명(농업인110, 유관기관10, 관계공무원 30)

○ 추진내용 : 현장컨설팅 결과 단지별 문제점 및 대책발표

‘08 탑프루트 프로젝트 추진실적 및 ’09년 계획논의

○ 참여기관 : 농촌진흥청, 배시험장, 각 시∙군 및 유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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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의회 14-22일 임시회 개최(정치)

울산시의회는 오는 14일∼22일 제114회 임시회를 열어 대정부

건의안과 조례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의원들이 발의한 '울산연계

고속도로 확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개정안',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동의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시설공사 등에 대한 현장활동도 벌일 방침이다.

2008년 10월 12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전국최고(환경)

오염물질 무배출을 지향하는 울산의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울산,

여수, 포항, 반월.시화, 청주 등 전국 5곳에서 해당 지자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평가한 결과 울산이 1위를

차지했다.

울산은 사업이 시작된 2005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석유화학공장

방류수 재이용과 소각시설 스팀 재이용, 산업폐수 내 고농도 암모니아

회수 등 모두 37건의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낸 점이 높게 평가된 것

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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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0월 13일

길천2차일반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체 간담회(경제통상실)

○ 일시․장소 : 2008. 10. 13(월) 17:00, 대우버스 울산공장

○ 참석대상 : 52명(시, 대우버스, 입주희망기업체 등)

○ 주요내용

∙ 산업단지조성 현황 및 추진 일정 설명, 애로사항 청취 등

정수장 견학 활성화 추진(상수도사업본부)

○ 기 간 : 2008. 10. 13 ~ 10. 17

○ 견학인원 : 790명(12개 기관․단체)

∙ 새마을노인회 200명, 전국주부연합회 회원 90명, 초등학생

400명, 기타 100명

※ ‘08년도 견학실적(10.10현재) : 155회 14,150명

○ 주요내용 : 정수장 시설견학, 절수기 비교체험, 수돗물 홍보 등

2008년 10월 13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제조업 종사자 급여 '전국 최고'(경제)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잠정집계 결과

울산지역 종사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광업․제조업

종사자의 1인당 연평균 급여액은 4천800만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

했으며, 전남이 3천400만원, 경남 3천만원, 충남 2천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 ● ● 2008. 10월 주요수록 안내

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481

지역의 사업체 수는 1천767개로 전년의 1천690개에 비해 4.6%(77개)

증가하면서 전국의 1.5%를 차지했고 종사자 수는 14만4천959명으로

전년의 14만4천876명에 비해 0.1%(83명) 증가하면서 전국의 5.0%를

차지했다.

또 연간 총 급여액은 7조176억원으로 전년의 6조2천788억원에 비해

11.8%(7천388억원) 증가하면서 전국의 8.9%, 출하액은 130조4천696억원

으로 전년의 116조6천999억원에 비해 11.8%(13조7천697억원) 증가하면서

전국의 13.2%를 각각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9일∼7월4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됐으며,

경제정책 수립과 기업경영활동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울산시, 옥동 예비군훈련장 매입 추진(행정)

울산시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남구 옥동 예비군훈련장 부지를

매입해 공공청사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 울주군 청량면 덕하로 이전할 예정인 남구 옥동 산296

일대 자연녹지 지역의 예비군 훈련장 부지(국유지) 8필지 11만 3천

939㎡를 144억6천여만원에 매입해 공공청사 부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국방부와 협의해 내년부터 2014년까지 5년에 걸쳐 땅값을 분할

납부할 예정이며, 이곳에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 관련시설, 공무원 연수

및 복지시설 등의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남구 도심에 위치한 예비군훈련장을 시가 매입하지

않을 경우 민간에 의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공공용지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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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0월 14일

시각장애인 연극발표회 개최(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10. 14(화) 17:00

○ 장 소 : 북구문화예술회관

○ 참석인원 : 400명 정도

○ 행사내용 : 시각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출연하는 연극

(채플린, 지팡이를 잃어버리다)를 공연

○ 주 관 : 울산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울산광역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울산연극협회

2008년 10월 14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연어야 많이 돌아오렴", 울산시 현장조사(환경)

울산시가 태화강 연어맞이 준비에 나섰다. 울산시는 '생명의 강'으로

되살아난 태화강에 올해로 6년째 연어가 회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현장조사와 함께 연어포획 단속, 장애물 철거 등에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매년 10월말께 태화강 중류에서 회귀연어가 첫

발견되는 점을 감안해 지난 1일부터 삼호교, 점촌교, 선바위교, 망성교

주변에 현장조사원을 상주시켜 모니터링에 나섰으며, 11월말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0∼11월이 수산자원 보호법에 따른 연어포획 금지기간임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구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어업

단속에 나섰으며, 회귀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울산 앞바다와 강 하구

등에서 불법어장 및 어구 철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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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생태환경도시 이미지 제고와 연어회귀에 대한 환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점촌교와 선바위교에 '태화강에 연어가 돌아 왔습니다'는

문구의 깃발 수 십개를 설치하고 구삼호교와 울산교 등에는 '태화강에

돌아온 연어를 보호합시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시는 지난 2000년부터 태화강에서 매년 어린 연어 방류사업을

시작했고 회귀는 2003년 5마리를 시작으로 2004년 15마리, 2005년 67마리,

2006년 80마리, 지난해 85마리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00∼2002년까지 매년 5만마리의 새끼연어를 방류

하다 치어 확보가 어려워 2003년부터 3만마리로 줄였고 2005년에는

방류조차 못해 방류 3-5년만에 회귀하는 특성상 지난해 회귀가 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2006년보다 늘었다"며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회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0월 15일

자연보호헌장 선포 제30주년 기념행사(환경녹지국)

○ 일시․장소 : 2008. 10. 15 (수) 11:00, 울산교육수련원

○ 주 관 : 자연보호중앙연맹 울산광역시협의회

○ 참 석 : 700명 (자연보호협의회원 및 공무원)

○ 주요내용 : 기념행사 및 유공자 표창, 자연보호 경진대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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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5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주産 대형 옹기 기네스북에 오른다(문화)

옹기축제로 유명한 울산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의 장인들이 만든

대형 옹기 2개가 '국내 최대 옹기'로 한국기네스북에 오를 전망이다.

15일 울주군과 울주외고산옹기협회(회장 신일성)에 따르면 현재

옹기협회가 소유하고 있는 높이 2ｍ5㎝, 둘레 5ｍ에 이르는 대형 옹기

2개를 올해 안으로 한국기네스북에 '국내 최대 옹기'로 등록할 예정이다.

옹기협회 측에서는 이들 옹기가 국내 최대일 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큰 옹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울주군은 이들 옹기를 한국기네스북에 등록하는데 드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8천만원을 확보해놨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 외고산 옹기마을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대형 옹기를 한국기네스북에 등록하기로 했다"며 "올해 안으로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대형 옹기는 지난 2006년 옹기협회의 신일성 회장을 주축으로

동료 옹기장인들이 힘을 모아 만들었다. 옹기장이들이 모여사는 울주

외고산 옹기마을을 대표.상징하는 옹기를 만들어보자는데 이 곳 장인들이

함께 뭉쳤던 것이다.

2005년 울주 외고산옹기축제 때도 비슷한 크기의 대형 옹기를

만들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이듬해 깨지고 말았다.

대형 옹기는 일반 옹기의 3∼4배 가량으로 크기 때문에 제작은

물론 건조도 쉽지 않으며 가마에 굽는 작업도 어려워 많은 시간과

공이 필요하다. 1개의 옹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흙만 1.3t이 넘고 굽는

작업을 위해서는 초대형 가마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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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네스북에 도전하는 대형 옹기는 지난 9일부터 나흘간 외고산

옹기마을 일원에서 열린 제9회 울주외고산옹기축제 전시장에 전시돼

많은 관광객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옹기협회의 신 회장은 "2006년 대형 옹기를 만들 당시 반년이 넘게

걸려 모두 7개를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남은 게 2개"라며 "기네스북에

'국내 최대'나 '세계 최대' 옹기라는 기록을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울주군수 보궐선거에 5명 후보등록(정치)

오는 29일 치러질 울산시 울주군수 보궐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모두 5명의 후보가 최종 등록했다.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의 홍정련(43.여) 전 시의원을 비롯해 무소속의 배임태(52)

전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관, 서진기(64) 전 시의원, 이형철(77) 전 시의원

등이 14일 후보등록을 마쳤고 15일에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신장열

(56) 전 울주군수 권한대행이 등록했다. 앞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

했던 박진구(74) 전 울주군수, 천명수(42) 시의원, 김춘생(57) 전 시의원,

윤광일(52) 전 경남도의원, 김철욱(54) 시의원 등 5명은 "결과에 승복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또 울주군수 보궐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울산시의원 보궐선거(울주군

제3선거구) 출마를 위해 한나라당의 허령 서울주발전협의회 자문위원이

첫날 등록한데 이어 15일에는 이원옥 법무법인 사무장, 방승일 여행사

대표가 잇따라 등록했다.

이들 후보는 1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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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0월 16일

고래잡이 옛모습 전시관 착공식(남구)

○ 일 시 : 2008. 10. 16(목) 14:00

○ 장 소 : 고래잡이 옛모습 전시관 건립부지 내

○ 참석인원 : 1,000명 정도

○ 주요행사 : 홍보대사위촉, 축하공연,「꽃피는 고래」작가 사인회,

서예퍼포먼스 등

2008년 10월 16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예술제 개막, 공연․전시 '풍성'(문화)

울산지역 예술인들의 가을걷이 행사인 제28회 '울산예술제'가 막이

올랐다.

한국예총 울산시연합회(회장 이희석)는 16일 울산문화 예술회관

전시․공연장에서 예술제를 시작해 다음달 7일까지 미술, 사진, 국악,

무용, 연예, 음악, 연극, 문인, 건축가협회 등 9개 단위협회의 회원전과

특별전을 갖는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지역 예술발전에 기여한 사진작가협회 홍양원씨

에게 한국예총회장 공로패, 국악협회 이계화(여)씨에게 울산시장 표창패,

무용협회 오정임(여)씨에게 울산예총회장 공로패 등 모두 19명에게 상이

주어졌다.

이어 국악협회가 공연으로 행사 개막을 알렸고 김덕수, 현철 등

국악인과 인기 연예인들이 축하공연에 나서 분위기를 달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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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 첫날부터 오는 20일까지 미술협회가 작품전에 들어간데 이어

사진작가협회는 23∼28일, 건축가협회는 11월1∼4일 각각 작품전을 열고

음악협회는 23일 울산합창제, 국악협회는 28일 국악한마당, 무용협회는

18일 정기공연, 문인협회는 30일 시(詩)축제, 연예협회는 19일 빅밴드

어울림콘서트를 각각 가질 계획이다.

특별행사로는 무용협회가 17일 6대 광역시 및 제주도 무용 교류전,

예총사무처가 30∼11월4일 회원작품 기획전시, 11월4일 울산예술발전

심포지엄, 울산윈드오케스트라가 21일 정기연주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0월 17일

2008 국정감사(행정안전위원회) 수감(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10. 17(금) 10:00, 대회의실

○ 감 사 반 : 11명 (반장 권경석)

○ 감사사항 : 예산집행, 주요 정책․사업, 산하기관․단체 운영 등 전반

○ 실․국 협조사항

∙ 요구자료는 실․국․본부장, 사업소장 이상 결재를 받아

기한 내 기획관실로 제출

∙ 자료의 일관성 유지(통계자료 등 기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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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7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행자위 "울산 이젠 미래 준비해야"(행정)

17일 국회 행자위의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산업

수도 울산이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전국의 도시경쟁력을 평가해 보니 울산이

서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며 "울산이 우리나라 수출액의 20%

가까이 차지하는 산업수도이지만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이

대표적인 경기변동산업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민주당 김희철 의원도 "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이 미래에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고민해야 하며, 울산은 산업전망이 좋지만 그래도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에너지산업을 육성하다면 미래가 밝을 것"

이라며 구체적 대안까지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울산국가산업단지가 중화학산업 위주여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런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지식

기반산업 클러스터 형성, 생태도시 육성, 신항만 조기건설, 자유무역

지역 지정, 문화공간벨트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맹우 시장은 "지적한 문제들이 바로 울산이 안고 있는

고민으로 모든 행정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다"며 "100년 후를

내다보고 주력산업의 첨단화와 구조고도화, 신산업 육성 등을 강화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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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노사분규로 연평균 8천200억 생산차질(경제)

최근 4년간 울산지역에서 노사분규로 인해 발생한 근로손실일이

한해 평균 16만일, 손실금액은 8천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경률(한나라당) 의원이 울산시 국정

감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노사분규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모두 38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총 66만7천80일에 달하고 연평균으로는 16만 6천770일에 이르는 것

으로 집계됐다.

또 4년간 손실금액은 모두 3조3천130억원으로, 매년 평균 8천282

억원에 달했다. 근로손실일은 하루 8시간 전면파업시 근로자 1명이 일

하지 못하는 1일을 말하며 손실금액은 파업으로 발생하는 기업체의

생산차질액을 일컫는다.

연도별 노사분규를 보면 2005년 12건에서 2006년 14건으로 늘어

가장 많았고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07년 8건, 2008년 현재 4건으로

줄어 들었다.

지난해에는 울산의 대표적인 사업장인 현대 자동차의 10년만의

노사협상 무분규 타결, 현대중공업의 13년째 무분규, 현대미포조선의

11년째 무분규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올해는 현대차가 다시 파업해

많은 국민을 걱정하게 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울산지역은 대형 사업장이 밀집된 우리나라 최대의

산업도시로 그 어느 지역 보다 노사분규로 인한 피해와 손실이 크다"며

"노사문제에 대한 분쟁조정 및 지도감독 권한은 지방노동청이 갖고

있지만 울산시의 사전 지도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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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0월 18일

무지개 축제 개최(동구)

○ 배 경 : 거주외국인․국제결혼이주여성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선입견과 편견을 깨고 하나가 되기 위함.

○ 일시․장소 : 2008. 10. 18(토) 10:30 ~ 17:30, 울산과학대

○ 참여인원 : 1,000명(거주외국인, 이주여성, 지역주민 등)

○ 주요행사 : 명랑운동회, 어울림한마당, 다문화체험마당 부대행사 등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0월 20일

“쌀 직불금”수령 관련 실태조사(감사관실)

○ 조사기간 : 2008. 10. 20 ~ 10. 31(12일간)

∙ 조사계획(10. 20) 및 추가지침 시달(10. 23)

∙ 자진신고 접수 : 10. 27까지

∙ 신고대상 : 본인 및 배우자,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공직자 본인의 토지를 경작하는 직계존․비속

∙ 사실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 : 10. 31

승용차요일제 시행과 관련한 시민설문조사 실시(교통건설국)

○ 기 간 : 2008. 10. 20 ～ 10. 26(7일간)

○ 대 상 : 우리시 거주 성인 남․여(만19세 이상) 1,000명 정도

○ 방 법 : 조사전문기관 위탁(전화조사)

○ 항 목 : 4개분야 13개항목

∙ 운전형태, 승용차 요일제 인지도 및 시행 찬반 여부

∙ 승용차 요일제 참여의향 및 참여시 선호하는 인센티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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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0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태화강 연어 방류 3∼5년만에 '회귀'(환경)

울산 태화강 연어는 방류한 지 3∼5년만에 회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회귀한 연어 85마리 가운데 21마리를 국립

수산과학원 영동내수면연구소에 보내 개체분석을 한 결과 방류 4년된

것이 13마리로 가장 많았고 3년 5마리, 5년 3마리로 각각 조사됐다.

이중 암컷은 10마리, 수컷은 11마리였고 길이는 암컷이 60.4㎝,

수컷이 64.6㎝였으며 체중은 암컷이 2.01㎏, 수컷이 2.64㎏로 수컷이

암컷에 비해 길고 무거웠다.

시는 지난 2000년부터 태화강에서 매년 새끼연어를 방류하고 있으며,

회귀는 지난 2003년 5마리를 시작으로 2004년 15마리, 2005년 67마리,

2006년 80마리, 지난해 85마리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0월 21일

기획전시『문인화 등불전』(문화예술회관)

○ 기간․장소 : 2008. 10. 21 ~ 10. 31, 야외전시장

○ 전 시 내 용 : 등불을 이용한 문인화 작품 50점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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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주 언양읍 '소도읍 육성지'로 최종 선정(행정)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이 정부가 전국 194개 읍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와 사회, 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하기 추진중인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울주군은 행정 안전부의 신규 소도읍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2008년도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로 언양읍을 포함해 모두 20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울주군은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가 간담회, 주민설명회, 자문회의, 군의회 승인

등을 거쳐 지난달 24일 행안부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언양읍은 지난 2004년도 온양읍에 이어 울산에서는 두 번째로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언양읍이 소도읍 육성지로 확정됨에 따라 경제와 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 소도시 육성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및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등이 가능하게 됐다고 울주군은 밝혔다.

울주군은 국비 50억 등 총 120억원을 투입, 연말부터 2018년까지

모두 3단계로 나눠 언양읍성 복원 활성화 사업을 비롯해 한우특화

거리조성사업, 언양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남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4대 중점 육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언양읍의 소도읍 육성을 위해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도시이미지를 확립하고 관내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발전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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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0월 22일

시 출연기관 등 운영성과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10. 22(수) 10:30, 상황실

○ 참석대상 : 10여명(관계 공무원, 용역기관 연구원 등)

※ 기획관리실장 주재

○ 주요내용 :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의견 수렴

연구용역 개요

◦ 기    간 : ‘08. 5 ～ 10월

◦ 평가대상 : 산업진흥테크노파크, 체육회 등 7개 기관

◦ 용역내용 : 대상기관별 시민만족도, 경영수지 분석 등

◦ 용역기관 : (사)울산지역경제연구원

2008년 10월 22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저탄소 녹색구조' 도시로 전환(환경)

울산시는 22일 에너지 다소비에 따른 비효율적인 산업 및 도시구조를

저탄소 녹색 구조로 바꾸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녹색(그린)산업의 성장 동력화, 저탄소 에너지원의

다원화, 에너지 고소비형 구조의 저소비형 개선, 범시민 실천 공감대

형성 등 4대 분야로 나눠 과제를 선정했다.

그린산업의 성장 동력화 분야에서는 바이오 정제단지와 태양광

모듈화단지 등이 포함되는 테크노산업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연구원

등이 들어서는 복합에너지생산연구단지 조성, 친환경청정기술센터 및

신화학실용화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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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에너지원의 다원화 분야에서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비율을 현재의 2.6%에서 5%까지 확대하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실용화 등 그린카 개발보급,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개선 분야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자발적 절약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혁신도시의 그린에너지 실현을

추진하며, 범시민 실천 공감대 형성 분야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운동'을

새로 전개하고 자문역할을 할 '녹색포럼'도 운영할 예정이다.

울산시 주봉현 정무부시장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정장 정책을 울산이 선도하기 위해 그동안 각 부서별로

추진해온 오염저감,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사용, 클린도시 조성운동

등을 통합해 체계화 하고 새로운 추진동력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울산 저장탱크 외벽에 '귀신고래' 그림(문화)

울산시가 남구 용잠동 국가산업단지내 ㈜태영인더스트리 액체화물

저장탱크 외벽에 '귀신고래' 어미와 새끼가 헤엄치는 그림을 부착해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고래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높이 12ｍ, 지름 24ｍ의 탱크 외벽에 길이 16ｍ의

어미 귀신고래와 4ｍ의 새끼고래가 헤엄치는 그림을 실사 출력해

부착하고 색상을 보전하기 위해 최신공법으로 코팅 처리했다.

어미고래는 진회색을 띠는 가운데 등에 따개비가 붙어 있으며,

그림 아래쪽은 청색의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귀신고래'는 우리

나라 동해안에 귀신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이 고래가 자주 나타났던 울산앞바다와 동해안 일대를 제126호 천연

기념물(귀신고래회유해면)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시는 고래벽화에 대한 호응이 좋을 경우 다른 화물저장 탱크와

아파트, 지하도, 강변로 벽면 등으로 벽화 그리기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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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0월 23일

호국․보훈가족 한마음 위안행사 개최(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2008. 10. 23(목) 10:30, 동천체육관

○ 참석대상 : 호국보훈가족 3,000여명

○ 행사내용

∙ 의식행사(10:30～11:00) :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 위안공연(11:00～12:30) : 가수초청 위안공연, 중식 및 위문품 전달

○ 주관․주최 : ubc울산방송, 울산광역시 보훈단체협의회(회장 서진익)

대왕암공원 진입로 보상사업 주민설명회 개최(동구)

○ 일시․장소 : 2008. 10. 23(목) 16:00, 일산동 주민센터

○ 참석대상 : 115명(공무원 5, 각 물건별 보상대상자 110)

○ 내 용 : 보상계획, 물건별 조사결과 안내, 주민의견 청취 등

○ 주요추진상황 : 보상팀 구성(3명), 토지 및 지장물 등 물건조사,

편입토지조사 공고, 주민설명회(반상회) 등

2008년 10월 23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체납자 채권 찾아 6억 징수․압류(행정)

울산시는 23일 지방세 체납자의 숨어있는 채권을 찾아내 6억원을

징수하거나 압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0만원 이상의 체납자 7만1천명 가운데 1천199명의

저당권과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가등기 등 채권을 찾아내 지난 8월

부터 압류절차에 들어갔으며, 이를 통해 451명으로부터 2억4천900만원을

징수하고 94명의 채권 3억5천400만원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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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주민세 등 2천200만원을 체납하고 있던 박모씨에 대해 그가

설정한 5천500만원의 저당권을 압류하겠다고 통지해 징수했으며, 재산세

등 800만원을 체납하고 있던 B사에 대해서도 저당권 3천만원을 압류

예고해 징수했다.

또 취득세 등 73건의 세금 7천2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A건설에

대해서는 가등기 채권 5천900만원을 압류하고 주민세 등 4천900만원을

내지않고 있는 이모씨의 경우 타인의 재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1억원을

압류했다.

시는 채권을 찾아내기 위해 연초부터 10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2006년 이후의 등록세과세자료 등 관련자료 14만5천여건을 확보해

조사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지방세 상습체납자를 '공공의 적'으로 간주

하고 명단공개, 출국금지, 예금추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들어 호텔과 백화점 등 고급 위락․쇼핑시설 이용차량

조회, 콘도와 및 대형 스포츠센터 이용권 조사, 골프장 회원권 조사,

채권조사 등에 나섰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0월 24일

호수문화축제 개최(남구)

○ 기 간 : 2008. 10. 24 ～ 10. 25

※ 개막식 : 10. 25(토) 18:00 선암연꽃지 옆

○ 장 소 : 선암댐 수변공원

○ 참석인원 : 1,000명 정도

○ 행사내용 : 축하공연, 불꽃축제, 영화상영, 뱃놀이체험, 열기구 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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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4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공고생 이다빈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교육)

울산공업고등학교는 자동화설비기계과 3학년에 재학중인 이다빈

학생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해 발표한 '2008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100명에 뽑혔다고 24일 밝혔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한국을 미래를 이끌어 갈 창의적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바람직한 인재상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해

왔던 '21세기 우수인재상(장관상)'이 격상된 것으로, 올해 처음 수여되는

이 상의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표창과 장학금, 유적탐방 연수기회 등이

주어진다.

이다빈 학생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목적

으로 울산공고에 진학한 뒤 교내 로봇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2007년

세계로봇올림피아드(미로찾기) 1위', '2008 로봇 월드 로봇올림피아드

(미로찾기) 1위', '2008년 로봇올림피아드 전국대회(미로찾기) 3위' 등

각종 로봇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또 가정 형편으로 포기하려했던 대학도 학교측의 지원과 자신의

부단한 노력한 끝에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군의 IT(로봇) 우수자 전형에서

4년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 미래 로봇 전문가로서의 꿈도 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울산공고 관계자는 "올해 로봇동아리 팀장이 된 이다빈 학생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심성과 지도력으로 동료들과 후배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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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항공㈜ 울산∼김포․제주 취항 지연(교통)

코스타항공㈜의 울산∼제주, 김포노선 취항이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코스타항공은 당초 이달에 울산∼제주,

김포노선을 취항하기로 하고 지난달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항증명(A.O.C)을 발급받지 못해 늦어지고 있으며,

연내 취항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항공의 경영난을 우려해

운항증명을 발급하기에 앞서 자금확보 방안 등 경영개선에 대한 조건을

강화하고 있으나 코스타항공 측에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타항공은 지난 8월말 네덜란드 FOKKER사에서 제작한 108석

규모의 제트여객기 1대를 도입해 '울산1호기'로 이름 붙이고 시험운항에

들어갔으며, 이달말 울산∼제주와 울산∼김포 등 2개 노선에 취항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코스타항공은 다음주께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스타항공에서 취항연기를 통보해와 현재 사실을

확인중이며, 항공사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지역항공의 경영난을 예상해 운항증명 발급요건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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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0월 26일

제3회 울산시민 태화강 십리대밭 건강걷기 대회 개최(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10. 26(일) 09:00 ~ 12:00

○ 장 소 : 태화강 십리대밭 공원(태화동 전원아파트 앞 입구)

∙ 코 스 : 태화강 대숲내 순환도로 약 5㎞

○ 참석인원 : 1,500명 정도

○ 내 용

∙ 개회,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축사

∙ 준비 체조 및 대회코스 주의사항 안내

∙ 경품 추첨 등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사)울산워킹협회, 울산광역시 의사회

2008년 10월 26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노무현 前대통령 울산 방문(사회)

노무현 전 대통령은 26일 오전 11시부터 울산 남구 문수월드컵

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08년 울산 부산상고 동문가족 체육대회'에

참석해 동문들과 울산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족들을 격려했다.

이날 노 전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울산은 사회 첫 발을 내디딘

곳이고 막노동하다가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하는 등 개인적으로 정치적

으로 인연이 깊은 곳"이라며 "대선 경선 때 아무 조직도 없는 곳이었는데

여러분이 도와줘 내가 후보가 되는 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줬다"며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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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점심식사를 마친 뒤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천막에서

울산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10여명을 만나 이들을 격려하며 20여분간

환담을 나눴다.

이날 환담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한국전쟁 전후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정부 차원의 사죄를 표하는 등 명예회복에 노력한

사실에 대해 유족 측이 감사를 전하고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담을 마친 노 전 대통령은 동문회원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 1시

10분께 행사장을 떠나 사저가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돌아갔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0월 27일

대중교통 이용의 날(교통건설국)

○ 일 시 : 2008. 10. 27

○ 추진상황

∙「대중교통 이용의 날」공표 : ‘08. 10. 15(수) 11시, 시 프레스센터

- 내 용 : 행사취지 설명 및 대시민 대중교통이용 홍보협조 등

○ 홍보내용

∙ 가두캠페인 실시 : 10. 24(금) 7시 ~ 9시, 공업탑R 등 5개소

- 참여인원 : 250명(YWCA, 시, 구․군, 버스조합 및 업체 등)

∙ 거리음악회 개최 : 10. 24(금) 15시, 롯데백화점앞 광장

- 출 연 : YWCA 전속악단 뉴프라임 오케스트라 관현악단

∙ 지역언론사 자막방송홍보 : 10. 23 ~ 27(5일간), KBS, mbc, ubc

∙ 홍보물을 통한 홍보 : 현수막, 스티커, 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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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0월 수돗물 수질검사 '적합'(행정)

울산시는 이달에 정수장과 수도꼭지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모두

우리나라 먹는 물 수질기준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적합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천상정수장과 회야정수장 등 2개 정수장에 대한

조사에서는 미생물(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과 유해영향무기물질(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질소 등), 유기물질(농약류 등), 휘발성유기물질 등이 검출

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또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잔류염소, 총트리할로메탄 등)과 심미적

영향물질(경도, 냄새, 맛 등) 등도 검출되지 않거나 적합했다.

급수인구에 따라 구군별로 선정한 101개의 일반가정 수도꼭지에

대한 검사에서는 잔류염소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등 4개 항목

모두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였다.

직불금 신고 마감, 울산 412건 신고(행정)

공무원 쌀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 마감일인 27일 오후 울산시와

산하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고 접수 창구는 대부분 한산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자경(自耕) 여부조사

결과 기일을 맞추기 힘들다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신고 접수를 시작한 지난 20일부터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울산시와

5개 구.군에는 시 176건, 울주군 82건, 북구 40건, 중구 44건, 동구 17건,

남구 53건 등 모두 412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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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들은 접수가 마감된 뒤 오는 30일까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직접 경작 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나 일정이

빡빡한 데다 인원이 턱없이 적다며 고민스러운 표정이었다.

울주군 감사담당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일단 증빙자료를 검토해

경작 여부를 파악하겠지만 미심쩍다 싶으면 현장 실사를 나가야 한다"

면서도 "신고가 82건이나 들어왔는데 담당 담당 직원은 고작 2명이니

실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난감해했다.

중구 관계자도 "지침상으로는 일단 서류를 확인하고 그게 안 맞으면

현장에 나가라고 하지만 눈으로 안 보고 어떻게 알 수 있나"며 "현장에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벅차 보여 다른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는 당초 접수 마감일이었던 지난 22일 대부분의 신고가

몰린 덕분에 이후로는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했으며 이날 업무

종료까지도 지자체별로 많아야 몇 건 가량이 추가로 접수될 것으로

전망됐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0월 28일

제29회 세계 흰지팡이날 기념(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10. 28(화) 11:00～17:00

○ 장 소 : 시청 대회의실 및 태화강 둔치 일원

○ 참석인원 : 300명 정도

○ 행사내용 : 기념식, 유공자 표창, 대행진, 체육행사 등

○ 주 관 : (사)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회장 박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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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혁신도시 '가속도', 2․3공구도 발주(건설)

오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울산혁신도시 2공구와 3공구

공사가 10월과 11월 잇따라 발주돼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28일 한국토지공사 울산혁신도시건설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착공한 제1공구가 현재 14.5%의 공사 진척률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2공구 입찰공고를 냈으며 오는 11월 하순께는 3공구도 업체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2공구는 올해 말까지 업체 선정을 끝내고 내년 1월

착공을, 3공구 역시 내년 2월에는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예정부지 전체를 기준으로 현재 90%까지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으며 그간 사업에 걸림돌이 돼 왔던 중구 원유곡

마을과 장현마을 역시 지장물 보상이 진행 중인 데다 문화재 시.발굴

조사도 문제없이 진행돼 사업 추진은 순조로울 전망이다.

하출윤 혁신도시 건설단장은 "1공구 공사와 각 공구에 대한 보상

작업이 무리없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오는 2012년까지 완공되는 데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내년에 2.3공구까지 공사에 들어가면 사업

추진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산 중구 우정동 298만여㎡ 일대에 오는 2012년 완공 예정인

혁신도시에는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에너지.노동복지 관련

11개 공공기관이 들어서며 여기에 에너지.노동복지.석유화학산업을

특화한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돼 공공기관과 지역산업 간 긴밀한

연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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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0월 29일

울산광역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경제통상실)

○ 일시․장소 : 2008. 10. 29(수) 14:00, 의사당 3층 대회의실

○ 참 석 : 16명(정무부시장 등 심의위원)

○ 심의내용 : 이화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심의

○ 향후 추진계획 : 실시계획 승인 고시(10. 30)

2008. 하반기 보궐선거 추진(행정지원국)

○ 선 거 일 : 2008. 10. 29(수), 06:00~20:00

○ 선거인수(‘08. 10. 7 예비 선거인명부 작성 결과)

∙ 울주군수 : 141,666명(인구수 190,771명의 74.3%)

∙ 광역의원 : 45,419명(인구수 57,935명의 78.4%)

○ 법정 추진일정

∙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포함)작성(10.10~10.14) ⇒후보자등록(10.14~10.15)

⇒ 선거벽보 첩부(10.20까지) ⇒ 부재자투표(10.20~10.29)

⇒ 선거인명부 확정(10.22) ⇒ 투표안내문 발송(10.24까지)

○ 광역시 선거상황실 운영

∙ 기간 인원 : 10. 10. ~ 10. 29. 22:00까지, 4명 근무(토, 일요일 2명)

∙ 공명선거 관리 및 법정업무 추진

∙ 선거 관련사건 사고 및 특이 동향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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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産團 조기승인, 규제완화 실현(행정)

울산시가 새정부 출범초기부터 강력하게 건의해 온 산업단지 규제

완화가 구체적 사례로 실현됐다.

규제개혁 대정부 건의와 개혁대상 발굴에 적극 나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을 이끌어 낸 울산시가 이 법의

법취지와 규정에 맞는 전국 첫 작품을 만들어 냈다.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중공업의 건설장비사업부 공장

부지로 활용될 북구 중산동 이화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을 불과 50여일만에

승인했다.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통상 2년여 걸리던 절차였으며 이번

사례는 현재 진행중인 전국의 다른 산업단지 인.허가에도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 9월 중순부터 사업계획 승인절차에

들어가 주민의견 청취기간을 거친 뒤 곧바로 시청 각 실과, 중앙 부처,

낙동강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에 나섰다.

특례법상 협의요청에 대한 의견회신을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45일,

그 밖의 사항은 10일 이내에 하고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규정을 활용해 주봉현 정무부시장

등이 이 규정보다 하루라도 더 앞당기기 위해 뛰었다.

주 부시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공단조성의 시급성과

당위성, 특례법의 제정취지 등을 설명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고 그 결과 법규정 45일

보다 훨씬 앞당겨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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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시장은 이 과정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서울의 환경정책평가

연구원 의견을 들어야하는 점을 알고 직접 서울까지 찾아가 또다시

같은 협조를 요청하는 열성을 보였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시청 각 부서 등 나머지 30여개 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는 모두 10일

이내에 마무리 했다. 시는 이곳에 내년부터 2011년까지 69만6천602㎡

규모의 공단을 조성해 심각한 용지난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건설장비사업부 공장부지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역외유출마저 우려됐던 현대중공업의 건설장비사업부가

울산내에서 확장돼 회사로서는 매출이 크게 늘고 지역사회에서는 4조

1천605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71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2만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뿐 아니라 최근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된 총 2천310만㎡ 규모의 '울산 기간산업 테크노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도 이처럼 과감하게 인허가 과정을 앞당겨 지역 및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시는 새정부 출범과 때를 맞춰 '규제개혁 과제

발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지정(면적변경 등)

권한 위임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개발행위에 부담을 주는 문화재 규제

개선, 개발제한 구역 조정가능지역 해제권한 위임,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 위임 등을 정부에 줄곧 건의해 왔다.

박맹우 시장도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규제완와와 그린벨트

해제 등을 건의하는 등 전국의 어느 시도지사보다 규제개혁에 적극성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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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전통 울산 별신굿 올해 행사 개막(문화)

200여년 전통의 울산 별신굿이 29일 동구 일산동 일산진마을 바닷가

시작돼 31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29일 동구에 따르면 울산시 지정문화재 무형문화재 2호인 일산동

별신굿은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마을 단위의 제사로, 2년마다

한번씩 음력 10월 초하루부터 사흘간 펼쳐진다.

올해 115회째를 맞는 일산동 별신굿은 첫날인 29일 별신굿 예능

보유자인 무녀 김영희씨가 악사와 전수 조교 등 10여명을 동반해

일산진마을 언덕에 자리한 일산마을 당집(신을 모셔두는 집)에서 '당맞이 굿'

을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당맞이 굿은 무녀가 마을의 당집을 돌며 직접 신을 청해 오는 굿으로,

당집에서 한시간여 동안 당맞이 굿을 한 무녀들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일산진 마을 일대를 한바퀴 돌며 마을의 안녕을 빌었다.

둘째날에는 심청이 같은 효자 효녀를 만들어 달라는 '심청 굿'과

가정에서 키우는 소와 말을 위한 '황제 굿' 등이,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해상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용왕 굿'과 조상을 용선에 태워 좋은

곳으로 보내는 '뱃노래 굿' 등이 마련된다.

울산 태화강에 6년째 연어 회귀(환경)

울산 태화강에 올해로 6년째 연어가 돌아왔다. 울산시는 29일 남구

무거동∼다운동을 연결하는 태화강 구삼호교 아래에서 연어 4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강에서 회귀연어 모니터링을 하던 현장조사원이 구삼호교

아래에서 길이 60㎝ 안팎의 살아있는 연어 3마리와 산란을 마치고 죽은

연어 1마리를 각각 발견했다. 이로써 지난 2000년부터 연어방류사업이

시작된 태화강에서는 2003년 회귀연어 5마리가 첫 발견된 후 올해까지

6년연속 연어가 회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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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1월말까지 회귀연어가 계속 발견될 것으로 보고 태화강

중류의 구삼호교와 신삼호교, 점촌교, 선바위교, 망성교 주변에 현장조

사원을 상주시켜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한편 강 하구의 연어 회귀통로에

대한 불법어구 철거 및 불법어업 행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태화강 회귀 연어는 2003년 5마리를 시작으로 2004년 15마리,

2005년 67마리, 2006년 80마리, 지난해 85마리 등 갈수록 늘어났으나

어린연어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2004년∼2006년에 방류량을 줄여 올해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구대암각화 댐 수위 낮춰도 보전안돼"(문화)

울산시는 29일 울주군 언양읍 반구대암각화(국보 제285호) 훼손

보존 대책의 하나로 문화재청이 제시한 사연댐 수위조절방안에 대해

"용수난만 가중시킬뿐 훼손방지에 효과가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 김기수 문화체육국장은 이날 시청 프레스 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화재청에서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 사연댐의 만수위를

현재의 60ｍ에서 52ｍ로 낮출 것을 제시했으나 시와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한 결과 수위를 낮춰도 암각화 침수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최근 3년간 반구대암각화의 연평균 침수일이 55일로

나타났고 댐 수위를 낮춰도 홍수가 발생하는 평균 33여일간 침수가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러나 물이 줄어들 경우 댐의 자정능력이

떨어져 수질이 악화되고 가뭄 때 용수공급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시 전역에서 현재 사연댐의 물을 공급 받아야 할 도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어 용수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며 "수위조절은 결국

용수난만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암각화 훼손방지를 위해서는 시가

제안안 터널형 수로 변경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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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대암각화의 보존방법을 놓고 울산시와 문화재청이 대립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가 지난 5월 터널식 수로 변경안을 제시하자

문화재청은 일단 수위를 52ｍ까지 낮춰 지켜본 후 보존방법을 결정

하자고 다시 제의했다.

시의 터널식 수로 변경안은 반구대암각화 위.아래 210∼230ｍ지점에

각각 둑을 쌓아 암각화로 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은 뒤 상류에서 흘러

내리는 물은 옆의 야산에 물길(터널포함)을 내 하류로 우회시키자는

것이다.

지난 1971년 동국대학교 불적조사단에 의해 처음 발견된 반구대암

각화는 폭 10ｍ, 높이 3ｍ의 수직 바위면에 고래그림 60여점을 비롯한

동물과 인물 등 모두 300여점의 각종 그림을 신석기시대부터 쪼아

새겨져 있다.

이 암각화는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1962년 울산

지역 식수와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사연댐이 축조되면서 침수돼 바위

표면이 닳고 균열이 생기는 등 급속히 훼손되고 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0월 30일

회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준공식(환경녹지국)

○ 일시․장소 : 2008. 10. 30(목) 15:30, 회야수질개선사업소 내

○ 참 석 : 200명 (국회의원, 시․군의원, 환경단체, 주민 등)

○ 주요내용 :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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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30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주군수 한나라당 신장열 후보 당선(정치)

29일 치러진 울산시 울주군수 보궐선거에서 울주군수 권한대행

출신의 한나라당 신장열 후보가 당선됐다.

30일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 후보는 전체 선거인수

14만1천423명 중 4만6천721명(투표율 34.13%)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1만9천718표(득표율 41.16%)를 얻어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무소속의 서진기 후보는 1만6천238표(33.90%)를 얻어 2위를 차지

했고 다음은 민주노동당의 홍정련 후보 7천728표(16.13%), 무소속

배임태 후보 2천974표(6.20%), 무소속 이형철 후보 1천238표(2.5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34.13%의 울주군수 보궐선거 투표율은 제17대 대선 64.27%,

제18대 총선 50.46%, 제4회 지방선거 57.80% 보다 낮았다.

울주군 삼동면 출신인 신 당선자는 1992년 울산군 시절 주택과장을

거쳐 울산시 중구 건축과장, 울산시 도시국 건축행정과장, 남구 건설

도시국장, 울산시 도시국장,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장, 울주군 부군수 등을

거쳤다.

신 당선자는 30일 곧바로 취임식을 갖고 오는 2010년 6월말까지

1년8개월의 군수 잔여 임기 동안 군수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울주

군수 보궐선거는 전임 엄창섭 울주군수가 관내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25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치러졌다.

한편 울주군수 보궐선거와 함께 실시된 울산시의원(울주군 제3선거구)

보궐선거에서는 전체 선거인수 4만5천317명 가운데 1만7천281명

(38.1%)이 투표한 가운데 한나라당 허령 후보가 9천385표(55.97%)를

얻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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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0월 31일

2008년 공직자 청렴교육(감사관실)

○ 일 시 : 2008. 10. 31(금) 15:00 ~ 17:00

○ 장 소 : 의사당 3층 대회의실

○ 강 사 : 박석무(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

○ 주 제 : 다산사상에 나타난 공직윤리

2008년 10월 3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산업수도' 울산 경기침체로 '휘청'(경제)

국내 지역별 수출 점유율 1위(19%)인 '산업수도' 울산이 최근 주력

업종의 경기 침체로 휘청거리고 있다.

31일 울산지역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호황을 누리던 석유화학과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업종들이 세계적 경기불황으로 감산과 수주부진

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SK에너지㈜ 울산콤플렉스는 지난 27일부터 20일간 나프타분해

(NCC) 1공장의 가동을 일시 중단(shutdown.셧다운)했다. 이 공장은

비닐과 타이어, 섬유 등 생활필수품의 기초원료로 쓰이는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만드는 곳인데 수출 감소로 재고 물량이 넘치면서 공장안에

더 이상 물량을 보관할 곳이 없어 셧다운에 들어갔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SK에너지가 경기불황으로 공장을 셧다운한 것은 1962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이 회사는 석유화학 경기 침체로 이 공장 뿐만 아니라 폴리프로필렌

생산공장의 가동률도 80%대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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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과 동구 방어동 ㈜현대미포조선 등

이 지역 조선업계도 불황이 본격화 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부터 수주 물량이 줄기 시작해 4.4분기인

이달 들어서는 한 척의 선박도 수주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다행히 향후 3년6개월치로 400억 달러(370척)의 수주

물량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 현대중공업은 신규 선박의 수주가 앞

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해양플랜트,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에너지, 기계 등 비조선 분야의 사업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현대미포조선도 현재 올해 수주 목표인 60억 달러의 80%를 달성

했지만 4.4분기에는 선박 수주를 한 척도 하지 못했다.

현대미포조선은 앞으로 3년치 수주 물량(140억불.300척)을 확보해

놓고 있으나 세계 해운업계의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가

높은 LPG 운반선과 자동차 운반선 등 선종을 다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조선업체 관계자는 "현대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세계시

장의 불황 속에서도 상대적 이익이 기대된다"라며 "그러나 세계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물동량 감소에 따른 선주들의 발주 기피가 이어져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진단했다.

울산시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울산공장도 3.4분기 누계 내수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감소하는 등 내수 경기가 침체 국면을

맞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그러나 이 기간 수출이 환율의 영향 등으로 지난해

보다 6.7% 증가, 수출을 통해 내수 부진으로 생긴 적자를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확산과 실물 경제의 침체

장기화로 판매부진이 예상된다"라며 "원가혁신, 브랜드가치 제고 및

친환경차량개발 등의 중장기 전략으로 세계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계획"

이라고 밝혔다.



주요수록안내

11월2008 울산종합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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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태화강변서 '울산청소년 걷기대회'(사회)

울산시교육청은 1일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울산

남구 태화강 둔치에서 청소년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 청소년연맹, 청소년적

십자사, 해양소년단, 흥사단 회원 등 청소년 2천200여명이 참가했으며,

태화강 둔치를 출발해 번영교-학성교-태화교를 돌아오는 6.35㎞ 구간

에서 펼쳐졌다.

교육청은 걷기대회에 앞서 청소년 동아리의 사물놀이와 난타공연을

가졌고 울산걷기연맹이 걷기 시범을 보였다.

2008년 11월 2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정해영 선생 묘비 제막(문화)

울산 출신으로 정.재계에 큰 발자취를 남겼고 기숙사를 세워 후배

양성에도 힘쓴 고(故) 정해영(鄭海永.1915∼2005) 선생의 묘비 제막식이

2일 북구 연암동 선생의 묘소에서 열렸다.

고인의 타계 3주기를 맞아 마련된 이날 제막식에는 선생이 지난

1995년 고향 출신 유학생들을 위해 서울 성북동에 세운 기숙사 '동천

학사' 출신인 심완구 전 울산시장, 안우만 전 법무장관, 오세민 전

조폐공사 사장, 최병국 국회 정보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선생의

공덕을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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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해영 선생은 1915년 울산 중구 진장동에서 출생, 대동연탄을

창업해 한때 '석탄왕'이라 불릴 만큼 기업인으로서 큰 성공을 거뒀

으며 1954년 정계에 입문한 이후 내리 7선 의원을 지내며 제8대 국회

부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선생이 후배들을 위해 1955년 서울 성북동에 설립해 1980년까지

운영한 '동천학사'는 울산 출신 서울 유학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며

고 김태호 내무장관, 최형우 전 내무장관, 안우만 전 내무장관, 박맹우

울산시장 등 사회 각계 500여명의 주요 인사들을 배출했다.

'바스락', 울산체육공원서 낙엽밟기(문화)

"바스락, 바스락." 2일 '2008 낙엽밟기 축제'가 열린 울산 남구 울산

체육공원의 느티나무 산책로에서 많은 시민들이 발 아래 수북이 쌓인

낙엽을 밟으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한껏 만끽했다.

울산 생명의 숲이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 시민들은 낙엽이 밟히는

'바스락' 소리를 들으며 포토 에세이를 감상하거나 낙엽 그림그리기 등

각종 체험행사에 참여해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산책로 한쪽에 마련된 '낙엽 풀장'에서는 부모의 손을 잡고 나들이

나온 아이들이 낙엽 속에 파묻혀 서로에게 낙엽을 끼얹고 함박웃음

짓는, 즐거운 모습이 가득했다.

울산 생명의 숲 박현주 간사는 "체육공원 산책로는 매년 이맘 때면

단풍과 낙엽으로 멋진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아직 잘 몰라

안타깝지만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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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1월 3일

부동산개발업 미등록 업체 인․허가사항 실태점점(도시국)

○ 기 간 : 2008. 11. 3 ~ 11. 20

○ 조사대상 : ‘08. 8월말 현재 민원 인․허가 대장을 기초로

일정규모 이상 허가받은 개발사업

○ 조 사 자 : 토지관리담당 등 2명

○ 조사내용

∙ 법시행(‘07. 11. 18) 이후 부동산개발 인․허가사항 신규등록

대상파악

∙ 개발용도․공급형태 등의 개발사업 추진실태 조사

○ 결과조치 : 대상사업별 현장사진 및 관계인 진술 확보 후 고발

2008년 11월 3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기업에 '배 사주기' 협조 당부(행정)

울산시는 3일 지역기업체 대표자들과 올해 6번째 시정업무협의회를

갖고 '지역 배 사주기' 협조와 공단조성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 과수농가를

돕기 위해 시와 구.군이 펼치고 있는 '지역 배 사주기 운동'에 기업체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협조를 약속했다.

시는 또 최근 정부의 광역경제권 개발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된

'울산 기간산업 테크노산업단지' 조성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각 기업체의

향후 공장용지 수요와 투자의향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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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公, 상가 '진장디플렉스' 분양중(건축)

울산도시공사는 3일 북구 진장동 진장유통단지내 전문상가동과

창고동을 갖춘 진장디플렉스를 분양중이라고 밝혔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전문상가동은 2만5천411㎡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만5천99㎡, 점포수 490개 규모로 2010년 준공되고

1층은 공구 및 산업용품, 2층은 전기전자, 컴퓨터, 전문식당, 3층은

기타 산업용품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가는 1층의 경우 3.3㎡당 1천만원∼1천200만원, 2층은 400만원

∼450만원, 3층은 350만원∼380만원 선이다. 같은 시기 준공되는 창고동은

2만6천440㎡ 부지에 지하1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4천136㎡, 창고수

7개 규모다.

도시공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4일까지 청약접수를 실시하고

5일 당첨자를 발표한 뒤 6∼7일 계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장 유통단지는 총 46만㎡ 규모로 전문상가동 외에도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고자동차 매매상가, 우편집중국, 할인매장 등이 들어서

울산물류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1월 4일

고래테마관광도시 조성 용역 중간보고회(경제통상실)

○ 일시․장소 : 2008. 11. 4(화) 11:00, 3층 상황실

○ 참 석 : 14명(정무부시장, 자문위원 등)

○ 보 고 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승우 박사

○ 주요내용 : 마스터플랜추진사항 및 구․군 대상사업타당성검토등

○ 향후 추진계획 : 최종보고회(‘08.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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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4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월동기 6개분야 종합대책' 시행(행정)

울산시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생활민원, 김장채소 수급, 어려운

계층 지원, 물가안정, 사고예방,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등 6개 분야로

나눠 월동기 종합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4일 시에 따르면 생활민원 대책으로는 상수도 시설물 점검과 정비,

안전사고 응급복구체계 확립, 생활쓰레기 적기 처리, 쓰레기 불법소각

및 투기 기동단속 등을 실시하며, 김장채소 수급을 위해 구.군과 농협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연탄 지원과 노숙자 보호, 응급진료 강화, 재활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물가안정 대책으로는 농산물과

연료비, 개인서비스요금을 집중관리하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

취약지역 135곳에 대한 안전점검과 화재경계근무,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등을 할 예정이다.

울산시의회, 내년도 의정비 동결키로(정치)

울산시의회는 4일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올해 의정비 5천538만원(월정수당 3천738만원＋의정활동비

1천800만원)이 행정안전부의 기준액 5천58만원보다 480만원 많지만

기준액의 ±20%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 같이 동결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홍종필 운영위원장은 "의정비를 동결할 경우 행안부의

기준액보다 14.7% 많지만 기준액의 2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의원들이 자체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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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1월 5일

제3회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총회 개최(경제통상실)

○ 기간․장소 : 2008. 11. 5 ~ 11. 7, 울산 롯데호텔

○ 참 가 : 한․중․일 3개국 10개도시 시장, 상의회장 등 120여명

∙ 한국(울산, 부산, 인천), 중국(천진, 연대, 대련, 청도),

일본(기타큐슈, 시모노세키, 후쿠오카)

○ 주요내용

∙ 각 부회 활동보고, 공동프로젝트 검토․제안 및 채택

∙ 회원도시 시장, 상의회장 제안발표, 울산선언 채택, 산업시찰 등

기업체 현장 방문 간담회(경제통상실)

○ 일시․장소 : 2008. 11. 5(수) 10:40, 울산 아파트형공장(효문동)

○ 참석대상 : 36명 (시장님, 기업체 대표 등)

○ 주요내용 : 기업체 방문, 기업 CEO와의 간담회, 애로사항 청취 등

2008년 11월 5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東亞경제교류기구 총회' 울산서 개막(경제)

한.중.일 1개 주요 도시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

기구 총회가 5일 울산에서 개막해 7일까지 열린다.

울산시에 따르면 중국 텐진(天津)시 황싱궈(黃興國) 시장을 비롯해

다롄(大連), 옌타이(煙臺), 칭다오(靑島), 일본 후쿠오카(福岡), 기타큐슈

(北九州), 시모노세키(下關), 부산, 인천 등 10개 도시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총회가 이날 저녁 울산롯데

호텔에서 막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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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에는 박맹우 울산시장 주재로 각 도시의 시장이나 상공회의소

회장 등 참석자 상견례와 환영리셉션이 마련된다.

전체회의는 6일 열려 기구내 환경부, 물류부, 관광부, 제조부 등

각 부의 활동보고, 회원도시 참가자들의 공동프로젝트 제안, 차기총회

개최도시 선정 등을 한 뒤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울산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7일에는 참가자들이 현대중공업과 문수축구경기장, 태화강 생태공원

등 울산지역 산업, 체육, 환경시설을 견학한다.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

기구는 지난 1991년 한.중.일 주요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결성돼

울산시는 지난 1997년 가입했으며, 각 부의 회의는 매년 열리고 총회와

집행위원회 등은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울산시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의 산업수도 및 친환경 생태도시를

널리 홍보하고 회원국 도시간 경제협력의 주체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 북구 주민들 "발전소 주변범위 확대하라"(사회)

울산 북구 주민들로 구성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대책위원회'는 5일 북구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법상 5㎞로 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을 10㎞로

확대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1989년 당시 68만㎾에 불과하던 경주 월성원자력

발전소의 출력이 현재 4호기 278만㎾, 오는 2012년 6호기까지 건설될

경우 478만㎾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전 시설이 집중.대형화하고

출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20년 전 정해놓은 5㎞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

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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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현재 원전이 들어선 지자체에 지원되는 원전 지원금이

원전 주변 5㎞ 지역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북구의 경우 불과 7.5㎞

거리에 원전과 방폐장이 들어서 어업 피해나 주민 건강이 우려됨에도

아무런 혜택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강원도 삼척시, 전북 고창군과 함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 서명운동을 벌여 내년

3월께 국회에 법 개정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전소 반경

5㎞ 이내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지정돼 지원금 지급, 소득증대사업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며 이 범위가 10㎞로 확대될 경우 북구도 '주변

지역'에 포함돼 매년 50여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1월 6일

2008. 11월『울산시민 아카데미』운영(행정지원국)

○ 일 시 : 2008. 11. 6, 11. 20. 14:00~16:00(2회)

○ 장 소 : 가족문화센터 대강당(옥동소재)

○ 강의주제

∙ 제10강(11. 6) : 서울대 명예교수 박동규의『가치있는 삶』

∙ 제11강(11.20) : 소설가 김홍신의『인생을 맛있게 사는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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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6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태화강 까마귀떼 놓고 "환영" vs "골치"(환경)

겨울철새 까마귀떼가 최근 울산을 다시 찾아오자 지역 환경단체는

"반가운 겨울손님"이라며 반기는 반면 주민들은 "조류인플루엔자(AI)

전염우려와 배설물 때문에 골칫거리"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6일 울산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최근 울산시 남구 삼호동 태화강

십리대숲에 겨울철새 까마귀떼 1만∼2만 마리 정도가 날아들기 시작

했다.

까마귀떼는 떼까마귀와 갈까마귀 종류로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이맘때

겨울을 나기 위해 울산을 찾고 있으며 최대 6만여 마리까지 날아든다.

까마귀떼가 울산을 찾는 이유는 이곳의 겨울 기온이 비교적 따뜻

한데다 주변에 먹잇감이 많고 길이 4㎞(20만여㎡)에 달하는 태화강

십리대숲이 보금자리로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까마귀떼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울산을 다시 찾자 울산환경운동

연합은 울산의 생태환경이 양호해 까마귀떼가 다시 찾았다며 오는 23일

까마귀떼를 반기는 '까마귀야, 안녕!'이란 행사를 열기로 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까마귀가 많이 찾는 다음달에도 까마귀의

생태와 태화강의 환경을 주제로 한 생태환경 행사를 잇따라 열기로

하는 등 까마귀떼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울산시보건당국과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까마귀떼가 반가운

손님만은 아니다. 울산시보건환경 연구원은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등지로

부터 날아오는 까마귀떼가 AI를 옮겨오지 않았을까 걱정하며 긴급

방역상황실을 설치하고 까마귀의 배설물을 채취하는 등 AI 감염여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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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은 까마귀떼가 떠나는 내년 3월까지 매달 서식지를

찾아 배설물을 채취하고 AI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남구 삼호동, 중구 태화동 등 이 지역 주민들도 하늘을 까맣게

덮은 까마귀떼의 엄청난 배설물과 큰 울음소리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까마귀의 '배설물 폭탄'이 주택과 자동차 등에 마구잡이로 떨어지

면서 주민들은 겨울철만 되면 집밖에 빨래도 널지 못하고 매일 자동차

덮개를 덮어야 하는 등 불편이 이마저만이 아니다.

또한 최근의 한 조사에서 까마귀떼의 서식지 토양 산도(ph)는 4.1

∼4.4로 강산성으로 나타나 토양의 산성화를 촉진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신주 등에 새까맣게 3∼4중으로 앉아 밤낮으로 울어대는 까마귀

울음소리 때문에 주민들이 잠을 설쳐야하는 날도 허다하다.

이 같은 주민불편에도 불구하고 이미 태화강의 명물이 된 까마귀

떼를 관광상품화하려는 시민단체들의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환경단체인 태화강탐사대의 한 관계자는 "울산의 까마귀떼가 유명해

지면서 겨울철마다 다른지역 환경단체나 사진작가들의 방문이 잦다"

라며 "까마귀떼를 잘 활용하면 태화강 불고기단지의 상권 회복과 환경

상품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지역 부도아파트 6곳 5천346가구(건설)

울산지역에서 사업주나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입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아파트가 6곳 5천346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울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J건설이

시행하던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임대 아파트 16개동 1천540 가구의

경우 지난 1998년 8월 골조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부도나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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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파트는 채권 채무관계가 얽힌 가운데 채권자간 소송이 진행중

이어서 공사가 재개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P

토건이 지난 1999년∼2001년 3차례 나눠 착공한 북구 진장명촌 구획

정리지구내 임대아파트 3천152가구는 2006년 입주가 완료된 가운데

사업주가 부도나자 입주민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분양으로

전환했으나 분양금 협의로 난항을 겪고 있다.

U종합건설이 시행한 동구 방어동 299가구의 임대아파트는 지난

1998년 입주완료 단계에서 사업주가 부도나자 9년만인 지난해 10월

한국주택공사가 이 가운데 254가구를 매입해 재임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45가구도 매입절차가 진행중이다.

또 K신탁이 시행하던 남구 신정동의 주상복합아파트 355가구는

지난해 6월 기초공사 단계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일부

분양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시공사를 재선정하는 과정에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아파트 건설이 지연되는 경우는

있으나 지역에서 공사도중에 부도난 일반 분양아파트는 현재 없다"며

"부도난 일부 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 등 해결단계에 있으며, 부도난

주상복합의 경우 분양자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울산 남구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준비 "합격"(체육)

울산시 남구는 내년 9월에 남구 옥동 문수국제양궁장에서 치러질

제45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준비 점검에서 합격점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국제양궁연맹(FITA)의 행사기획담당관인 후안 카를로스 홀가도씨는

5일과 6일 이틀간 울산을 방문해 경기장과 숙박시설, 울산의 주변

환경 등을 둘러본 뒤 남구의 대회 준비에 합격점을 줬다. 남구에 따르면

홀가도씨는 "한마디로 원더풀"이라며 "남구의 대회 준비에 크게 감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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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중인 주 경기장 공사만 차질없이 진행되면 내년 세계

양궁선수권대회는 훌륭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영남의 알프스'인 울주군 상북면 가지산 등과 청정해역인

북구 정자 몽돌해안 등을 둘러본 뒤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울산에서

경기가 치러지는 것에 대해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제45회 울산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울산 남구가 주관해 내년 9월

1일부터 9일까지 문수국제양궁장에서 세계 80여개국 1천여명의 양궁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게 된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1월 7일

제11회 울산광역시 농업인대회(경제통상실)

○ 일시․장소 : 2008. 11. 7(금) 10:00~16:00, 문수축구경기장

○ 참여인원 : 3,000명(농업인, 농업유관기관․단체 등)

○ 주요행사 : 개회식(11:00), 어울림한마당, 체험행사, 우수농산물

전시․판매

「제2회 서덕출 문학상」시상식(문화체육국)

○ 일시․장소 : 2008. 11. 7(금) 15:00, 롯데호텔 2층

○ 참석대상 : 100여명(기관․단체장, 한국문인협회 등 문화계인사)

○ 수 상 자 : 대상 1명

○ 주 최 : 울산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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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7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동남내륙문화권' 개발계획 수립(문화)

울산시는 7일 신불산 일대의 '영남 알프스'를 사이에 두고 역사․

문화․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는 울주군과 경남 밀양을 정부의 '특정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내년 1월께 역사.문화.관광자원이

집중된 곳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개발하기 위해 동남내륙문화권 (울산,

경남), 지리산문화권(경남, 전남.북), 가야문화권(경남.북), 중원문화권

(충북), 영북문화권(강원) 등 5개 지역에 대한 개발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동남내륙문화권이 특정지역으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역사문화 복원, 자연자원 보전, 관광자원 정비, 기반

시설 확충, 정주환경 개선 및 자족기반 확충 등 5개 분야에 걸친 17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이날 울주군청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시는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언양읍성과 반구서원 복원,

소설가 오영수 선생 기념관 건립, 태화강 자연친화형 문화탐방로 조성,

등억온천 주변 관광단지 개발, 신불산 산악레포츠단지 조성, 석남사∼

등억간 연결도로 개설, 서생포왜성 문화관광사업, 생태마을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정지역이 되면 이들 사업에 국비가 투입되는 것은 물론 사업별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농지법과 하수도법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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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8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태화강변에 인조잔디 축구장 개장(체육)

울산 중구는 8일 태화동 태화강 둔치 1만3천713㎡에 인조잔디

축구장 2개면을 완공해 개장했다.

중구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억원을 들여 인조잔디 축구장을

조성했으며, 앞으로 평일 2만 5천원(2시간 사용기준), 토요일과 공휴일

4만원, 일반 운동회 때는 5만∼8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주민들에게

대여할 계획이다.

이날 개장식에는 중구가 지역구인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과 조용수

구청장,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중구는 오는 25일까지 주민

공모를 통해 축구장의 이름을 결정할 방침이다.

2008년 11월 9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등 새 보금자리 준공(산업)

울산시의 투자 연구지원기관인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의 '본

부동'과 '기술혁신A동'이 준공돼 그동안 중소기업센터에서 더부살이를

하던 직원과 연구원들이 새 보금자리를 찾았다.

울산시는 울산테크노파크가 중구 다운동 421 일원 2만8천870㎡의

부지에 175억원을 들여 지난해 2월 착공했던 본부동과 기술혁신A동 등

2개 건물을 준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공사를 마친 본부동은 연면적 4천98㎡, 지상 5층 규모로

원장실, 기업지원단, 전략산업기획단 등이 입주하게 되고, 기술혁신

A동은 연면적 6천404㎡, 지상 5층 규모로 창업보육실과 기술협력센터,

자료실, 회의실 등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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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테크노파크는 또 이번에 준공된 기술혁신A동 옆 부지에 8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 9월까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기술혁신B동을

지을 예정이다.

울산테크노파크 임육기 원장은 "본부동과 기술혁신A동의 건립으로

기존 정밀화학지원센터,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영남본부 등의 건물과

함께 울산테크노파크가 구색을 갖추게 됐다"라며 "울산테크노파크는

앞으로 고부가 신산업 기술연구 개발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1월 10일

한나라당 - 시․도지사 정책협의회 참석(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11. 10(월) 11:00, 여의도 렉싱턴호텔

○ 참 석 : 26명(시․도지사, 당대표최고위원,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 주요내용 : 지방 발전대책 의견수렴 및 국토 동반 발전 논의

태화강 하구 불법어업 집중지도․단속(경제통상실)

○ 기간․장소 : 2008. 11. 10 ~ 11. 30, 명촌교 ~ 석탄부두

○ 방 법 : 시, 구․군 합동 특별단속

○ 대 상 : 소형 어망, 통발 등 불법어업 시설물

○ 단속실적(‘08.11.6현재) : 어망 22통, 통발 261개, 쇠말뚝 7개

※ 어망 80%, 통발 50% 철거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잔존 시설물 철거(11.30한), 불법시설물 재시설 근절

※ 회귀연어 수량(‘08.11.6 현재) : 76마리(강 30, 바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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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영농 폐기물 집중수거 추진(환경녹지국)

○ 기 간 : 2008. 11. 10 ~ 11. 21

○ 대상품목 : 영농후 방치․적재된 폐비닐, 농약빈병

○ 수거 및 처리

∙ 마을별 공동 집하장 및 구․군 선별장 보관

∙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협의, 일정별 수거 처리

※ 구 군별 현지확인 및 집중수거 독려, 농촌지역 환경개선

울산장애인가족 문화축제 개최(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11. 10(월) 10:00～16:00(개회식 11:00)

○ 장 소 : 가족문화센터 대강당 및 울산대공원 일원

○ 참석인원 : 450명 정도(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후원회원 등)

○ 행사내용 : 문화공연, 문화예술 경시대회 및 가요제 등

○ 주 관 : 울산광역시장애인후원회(회장 허남윤)

2009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공모(문화체육국)

○ 사업내용 :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등)중심으로 문화예술 체험․

학습․창작 경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공모․지원

○ 공모기간 : 2008. 11. 10 ~ 11. 28(19일간)

○ 공모분야 :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대상 사업

○ 지원내용 : 사업당 10백만원 ~15백만원

○ 사업확정 : ‘08. 12. 29 (사업운영 : ‘09. 3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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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하반기 시설물 하자검사 실시(종합건설본부)

○ 검사기간 : 2008. 11. 10 ~ 11. 28(15일간)

○ 대 상 : 시설물 185개소

※ 교량 36개소, 도로 및 도로시설물 119개소, 전기․통신시설물 30개소

○ 주요내용

∙ 도로 침하, 균열, 포장노면 파손 발생 여부

∙ 구조물의 균열, 부식, 박리 등 손상 여부

∙ 전기․통신시설물의 이상 유무 등 검사

○ 결과조치 : 하자발생시 시공사에 하자보수 조치

2008년 11월 10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내년 예산 2조5천980억원, 29.4%↑(행정)

울산시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올해보다 29.4% 늘어난 2조5천98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1조5천888억원, 특별회계 1조92억원 등

으로 올해 당초예산 2조112억원보다 5천868억원(29.4%) 증가한 규모다.

예산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특별회계에서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산업단지 조성비를 올해의 1천

927억원보다 무려 4천19억원 늘어난 5천946억원이나 편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문별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건설도로 및 교통 2천521

억원, 용암폐수종말처리장 건립 등 환경 1천601억원, 보건복지 2천784

억원, 산업경제 1천499억원, 문화관광 870억원, 도시계획 및 주택 393

억원, 시민안전 및 소방 732억원, 일반행정 1천307억원, 교육청 지원

4천182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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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암각화전시관 개관후 6만3천명 관람(문화)

울산시는 지난 5월30일 개관한 암각화전시관의 관람객이 10월말까지

5개월간 6만3천명에 이른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반구대암각화(국보 제285호)

진입로 옆에 건립한 울산암각화전시관 관람객을 집계한 결과 총 관람객은

6만3천5명으로 휴관일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477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관람형태는 63%가 개인이고 37%가 단체이며, 평일에는 유치원이나

학교의 단체관람이 많고 주말에는 개인이나 가족이 찾는 것으로 분석

됐다. 시는 전시관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홍보 영상물과

홈페이지 제작을 연내 완료하고 암각화와 관련된 국내외 도서를 추가로

비치하며, 내년까지 국내외 암각화 모형을 제작해 전시관 마당에 전시할

예정이다.

또 암각화화 교실을 개최해 시민들에게 지역 선사문화의 가치에

대해 교육하고 암각화를 소재로 한 기획전시도 적극 유치해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암각화전시관은 71억5천여만원을 들여 8천960㎡의 부지에 건축연

면적 2천25㎡,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했으며, 반구대암각화와

천전리각석의 1대1 실물모형을 전시한 전시공간과 어린이관 등으로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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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1월 11일

자체평가위원회 개최(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11. 11(화) 10:30, 상황실

○ 참석대상 : 19명 (당연직 6, 위촉직 13)

○ 주요내용

∙ 2008 종합성과평가 지표 및 과제 변경 심의

∙ 울발연「자체평가 지표체계 개발」연구결과 보고

시정발전을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행정지원국)

○ 기 간 : 2008. 11. 11 ~ 11. 12(2일간)

○ 장 소 : 마우나리조트

○ 참석대상 : 100명(NGO 80, 공무원 20)

○ 주요내용 : 특강, 토론, 사례발표, 화합한마당 등

∙ 시정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NGO와 공무원의 역할 특강 등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에 따른 업무협의(교통건설국)

○ 일 시 : 2008. 11. 11(화) 10:00

○ 장 소 : 교통관리센터 회의실

○ 참석대상 : 17명(시, 구․군 관련업무 담당사무관)

○ 회의내용 : ‘09년부터 변경․시행되는 교통영향평가제도 추진

업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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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강양간 인도교(명선교) 개설공사 계약심의(울주군)

○ 계약심의 : 2008. 11. 11(화)

○ 사 업 량 : L=145m, B=4~5m, H=17.5m,

공원조성(4,210㎡), 화장실 및 엘리베이터, 각 2개소

○ 총사업비 : 97억9천만원(계약심의 대상 : 교량설치 64억8천만원)

○ 심의내용 : 계약업체 지역제한 여부 및 실적제한 사항 등

2008년 11월 1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주관 상(賞) '시민대상'으로 통합(행정)

울산시는 시가 주관해 시상하고 있는 각종 대상(大賞)을 통합할

방침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 주관 대상은 울산광역시민대상과 산업

대상, 시문화상, 과학기술인상, 환경대상 등 5가지(수상자 24명)이며,

이 가운데 환경대상을 제외한 4개를 울산광역시민대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민의 날(10월1일)에 울산광역시민대상을

사회봉사 및 효행, 산업경제, 문화체육, 학술 및 과학기술 등 4개 부문

으로 구분해 시상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와 울산지방검찰청이 공동

주관하는 울산환경대상은 현행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주관하고 있는 각종 대상이 너무 많아 상의

희소성과 권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통합하기로 했으며,

올해 안에 관련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 ● 2008. 11월 주요수록 안내

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535

울산 중구주민 "왜성 문화재 해제" 요구(문화)

울산 중구 학성동 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학성공원 주변 거주자

건축규제 철폐 추진위원회'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성공원에 있는 왜성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없다"며 문화재

에서 해제해 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추진위는 "왜성 때문에 학성공원 일대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민들의 건축규제가 많다"며 "이곳 왜성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후퇴하면서 불을 질러 지금은 돌 몇 점만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우기는 마당에 그들이

버리고 간 성을 우리가 보존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학성공원 일대를

문화재 구역에서 해제해 각종 규제로 제한받고 있는 주민의 고통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울산시 지정문화재 7호인 학성 공원의 왜성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인근 병영성의 돌을 옮겨와 축조했으나 지금은 일부 흔적만

남아있다.

울산최대 육가공공장 착공, 내년 3월 완공(기타)

울산축산농협(조합장 이정웅)은 11일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에서 울산지역 최대 규모의 육가공공장을 건립하기 위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부위별로 분류.판매하는 역할을 맡을 이 육

가공공장은 5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완공된 뒤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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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은 직동리 일원 8필지에 대지면적 6천72㎡, 건물면적 1천210㎡,

지상 1층, 가동 공장 1천89㎡, 나동 판매장 121㎡ 규모로 건립되며

울산지역 육가공공장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울산축협측은 설명했다.

육가공공장이 완공되면 위생적인 육가공 설비를 확보하게 되고

이후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시설로까지 인증받을 경우 학교나

기업체의 단체급식 등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축협측은 기대하고 있다.

울산축협 관계자는 "육가공공장 운영을 통해 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지역축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대하면서 올해 울산지역

한우브랜드로 처음 출시된 '햇토우랑'에 대한 인지도도 높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1월 12일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수감(감사관실)

○ 기 간 : 2008. 11. 12 ~ 11. 27(12일)

○ 감사대상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 감 사 반 :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제4과 과장 등 12명

○ 감 사 장 : 의사당 3층 대회의실

○ 감사범위 : ‘05.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처리 전반

○ 실․과 협조사항

∙ 감사장 설치 준비사항 최종점검(차량, 부책, 행정․통신시설 등)

: 11. 10

∙ 수감사항 보고 철저 : 매일 3시까지 주무국․실에서 취합 제출

∙ 수감준비 철저 및 보안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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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획관리실)

○ 회 기 : 2008. 11. 12 ～ 12. 22 (41일간)

※ 제1차 본회의 : 11. 12(수) 15:00

○ 주요내용

∙ 2009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8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

∙ 행정사무감사 : 11. 13 ～ 11. 22 (10일간)

중산2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합동설명회 개최(경제통상실)

○ 일시․장소 : 2008. 11. 12(수) 14:00, 북구 농소2동 주민센터

○ 참석대상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

○ 주요내용 : 산업단지계획,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의한 영향평가관련 사항 설명 및 의견수렴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현황 점검(도시국)

○ 장 소 : 재난상황실(본관 4층)

○ 참석인원 : 10명(국토해양부 3, 시 2, 구․5)

○ 주요내용

∙ 시스템 운영활성화를 위한 현황점검 및 개선․보완사항 등

○ 주 관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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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2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민단체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하라"(행정)

울산지역 구.군의장단협의회와 시민단체협의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민주당 시당 관계자 등은 1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발표는 지난 7월말

발표한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합리화'와 정면 배치되는 것"

이라며 "특히 지방에서 갓 싹을 피우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국가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은 미미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

라며 "특히 울산은 특정산업 의존도가 높아 지식기반 및 첨단산업유치가

시급한데 이번 정부의 조치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1월 13일

전국 자치단체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개최(행정지원국)

○ 기 간 : 2008. 11. 13～11. 14(2일간)

○ 장 소 : 남구 롯데호텔 2층

○ 참석대상 : 500여명(행안부,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시도 시군구)

※ 주요참석인사 : 행정안전부 제2차관, 지방재정세제국장 등

○ 주요내용 : 개회식 및 연구결과 발표 토론

○ 주 최 : 행정안전부, 한국자치경영평가원

○ 주 관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 ● ● 2008. 11월 주요수록 안내

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539

제4회 울산관광전국사진전 시상 및 전시(문화체육국)

○ 일시․장소 : 2008. 11. 13(목) 19:00, 울산문화예술회관 제4전시실

○ 시상내역 : 67점 (금상1, 은상1, 동상3, 특별상1, 가작5, 입선56점)

○ 전시기간 : 2008. 11. 13 ~ 18(6일간)

강동지구 해안․산악 마스터플랜 수립 관계자 회의(문화체육국)

○ 일시․장소 : 2008. 11. 13(목) 15:00, 북구청

○ 참 석 자 : 8명(시 2, 북구 2, 용역업체 4)

○ 주요내용 : 공간구상, 지구별 도입시설 조정, 해외사례 연구 등

2009학년도 대학수능시험 교통소통 대책(교통건설국)

○ 일 시 : 2008. 11. 13(목) 08:40~18:05(입실완료 08:10)

○ 시험장소 및 대상 학생수 : 20개 고사장 13,014명 응시

∙ 중구 5개교 3,668명, 남구 11개교 6,989명, 동구 4개교 2,357명

○ 교통대책

∙ 출근시간 조정 : 9시 → 10시(관공서, 기업체, 유관기관․단체 등)

∙ 필요시 시내버스 예비차 운행 : 43대

∙ 시험장 주변 차량 진․출입 통제 및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 종합상황실 운영 : 06:30 ~ 09:00, 교통관리센터

∙ 고사장별 버스운행노선 인터넷 홍보 및 시민협조사항 언론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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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울산119대축제』행사 개최(소방본부)

○ 일시․장소 : 2008. 11. 13 ~ 11. 15(3일간), 울산대공원(SK광장)

○ 참석인원 : 50,000여명

○ 행사내용 : 62개 행사

∙ 경연행사 : 불조심 웅변대회, 그림 그리기, 글짓기, 영어 말하기 등

∙ 공연이벤트 : 안전도시 기원 공연, 어린이 인형극, Safe Ulsan 한마당

∙ 안전체험 : 119체험코너 및 소방사진․장비전시회, 이동 안전

체험교실, 소방 관련 기념사진 촬영코너, 소방관 매직쇼 등

2008년 11월 13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내년예산 증가분 69%가 産團 조성용(행정)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침체로 초긴축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때에 울산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무려 29.2%나 증가해

의아해 하는 사람이 많다.

인천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9% 늘려잡은 것을 제외하면

서울 1.2%, 경기 4.6%, 대전 4.7%, 광주 5.1%, 부산 6.3%, 강원 6.5%,

전남 7.1% 등 대부분 광역시.도의 예산 증가율이 1∼10%인 상황에서

울산은 이처럼 많은 예산을 어디에 투자하고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려는

것인지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산업단지 조성비의

대폭 증가다. 울산시의 내년도 예산은 2조5천980억원으로 올해의 2조

112억원보다 5천868억원이 증가했으며, 증액분 가운데 68.5%인 4천19

억원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지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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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의 산업단지 조성비 조달 방법은 수요자(입주예정 기업체)와

시공사로부터 선(先)투자금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관련 세금을 더

거두거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필요는 없다.

입주예정 업체와 시공사로부터 선투자금을 받아 토지보상 등의

행정절차를 대행하면 시가 직접 돈을 들이지 않도고 쉽게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방법은 울산처럼 기존 기업체의 확장과 신규 입주 수요가

많을 때 가능하며, 공단을 조성해 놓고도 입주할 업체가 없어 엄청난

인센티브를 줘가며 전국적으로 유치작전을 펴야하는 다른 지자체는

생각하기 힘들다.

시가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일대 249만2천㎡ 규모의 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4천

342억원 규모로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할 경우 연간 500억원씩 투자하더

라도 10년 가까이 걸려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토지보상비 2천500억원을 저리로

선투자하는 조건으로 시공회사를 공모해 추진하고 있으며, 시의 토지

보상 대행 등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총 사업비 4천392억원 가운데 내년에 3천210억원이 투입될 울주군

삼남면 일대 297만5천㎡ 규모의 울산하이테크 밸리 조성과 총 사업비

1천607억원 가운데 내년에 1천222억원이 들 울주군 상북면 길천일반

산업단지 2차 조성은 입주 예정업체로부터 미리 계약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역시 내년에 추진할 두동일반산업단지와 중산2차일반산업단지도

같은 방식이며, 내년에 용역을 실시해 2010년 본격 추진할 매곡2.3차

일반산업단지, 반송일반 산업단지, 고연일반산업단지 등도 같은 방식

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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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원 "쌀직불금 수령 지방의원 4명"(사회)

울산시의회 민주노동당 소속 이재현 의원은 13일 시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에서 "지방의원 4명이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지적하고 "부당

수령 여부를 밝히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6∼2007년 울산시의원 1명과 북구의원 1명,

울주군의원 2명이 각각 30만원∼170만원씩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주민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지방의원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적법성 여부를 떠나 적절한 처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공직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불법 수령자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05∼2006년 울산에서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524건 3천818만3천원 가운데 현재까지 71%인

2천741만2천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1천771원은 회수하지 못했다"며 시의

회수대책을 따졌다.

울산상징 '공업탑'내 기념비문 훼손 심각(문화)

'산업수도 울산'을 상징하고 있는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공업탑

로터리 내의 탑과 부속 시설물)에 새겨져 있는 3개의 비문이 심하게

훼손돼 보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울산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공업탑의 부속시설인 청동 남성군상

(2명의 남자가 일하는 형상)과 화강암 여성상 하단에 1962년 탑 건립

당시 새겨진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치사문'과 '울산공업센터 지정선언문',

1967년 새겨진 '기념탑 건립 취지문' 등 3개의 비문이 크게 훼손된 것

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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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문과 지정선언문은 음각된 글씨가 군데군데 깨어져 알아보기

힘들고 특히 울산공업센터 지정선언문 맨 아래의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로 알려진 '1962년 6월 3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육군대장 朴正熙'

라는 글씨는 누군가 고의로 파손했다.

선언문에는 '4천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기

위해 울산을 신공업도시로 건설하기로 했다.

이 공업도시야말로 민족 빈부의 판가름이 될 것이니 새로운 각오와

분발 협동으로 분기 노력해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라고 쓰여 있어

당시 울산공업도시 지정 취지를 잘 알 수 있다.

이 같은 훼손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공업탑로터리의 탑과

청동상, 여인상 등이 울산은 물론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이라며 "빈곤

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만큼 잘

보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시설공단 관계자는 "건립중인 시립박물관에 이들 비문을

보관하고, 공업탑에는 새 비문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

이라며 "전문가와 기업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장 좋은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울산지역 10월 무역수지 6억6천만달러 '흑자'(경제)

울산세관은 지난달 무역수지에서 6억6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세관을 통관한 기준으로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10월보다 21%

증가한 65억5천200만 달러로 나타났고 수입은 26% 늘어난 58억9천2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의 경우 자동차는 수입국의 경기 침체와 수요 감소로 소폭

감소한 반면 향후 4년치 수주 물량을 확보한 선박은 86%나 큰 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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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9월까지 60% 이상 크게 늘었던 화학제품은 수출단가

하락으로 그 폭이 크게 둔화되면서 5% 증가에 그쳤다.

수입의 경우 원유는 30%, 화학제품은 9% 각각 증가했고 비철금속은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10월말까지 전체 무역수지는

33억7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 중이라고 울산세관은 밝혔다.

울산세관 관계자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앞으로 국제 경기침체로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무역수지 흑자기조는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21세기 경영리더 대상' 수상(행정)

울산시는 13일 박맹우 시장이 '21세기 경영리더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월간

중앙' 주최 '2008. 21세기 경영리더대상(환경부문)'을 수상했다.

이 상은 월간중앙이 한국경제 선진화 주역들의 경영 기법과 비전

실현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국가산업 발전과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10개 부문 가운데 박 시장이

환경부문 대상자로 선정됐다.

박 시장은 오염이 심했던 태화강을 연어가 돌아오는 '생명의 강'으로

되살리고 태화강변을 전국 최고의 생태공원으로 조성했으며,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등 친환경 생태도시 시책을 추진한 공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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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1월 14일

무용단 제22회 정기공연『역사의 혼, 민족의 춤』(문화예술회관)

○ 일시․장소 : 2008. 11. 14(금) 19:30, 대공연장

○ 출 연 : 안무 이금주, 무용단 등 69명

○ 공연내용 : 본살풀이, 학춤, 태평무 등 다수

2008 원예·축산 시범사업 종합평가회 개최(농업기술센터)

○ 일 시 : 2008. 11. 14 (금) 10:00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및 현지시범사업장

○ 대상인원 : 원예․축산농업인 130명

○ 주요내용

∙ ‘08년 소득작목 시범사업 결과보고 및 ’09년 농정방향 소개

∙ 현지 시범사업장 방문 및 농업기술 토의 등

2008년 11월 14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여학생 고위험 음주율 남학생보다 높아(보건)

울산지역에서 술을 마시는 중고생 가운데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고위험 음주율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3∼4월 울산지역 중․고등학생

1만304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주자

가운데 고위험 음주율(남자 소주 1병 이상, 여자 소주 5잔 이상)의

경우 여학생이 33.3%로 남학생의 26.2%보다 높고 전국평균 여학생

고위험 음주율 32.5%보다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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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음주 청소년의 만취 경험률도 여학생이 25.7%로 남학생의

23.9%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울산지역 청소년의 평균 음주율은 남학생 19.5%, 여학생

18.3% 등 18.9%로, 남녀와 평균치 모두 전국평균보다 낮았다.

울산지역 청소년의 흡연율도 남학생 12.4%, 여학생 5.0% 등 평균

9.1%로 전국평균 13.3%보다 낮게 조사됐다.

하지만 중학생의 흡연 경험률이 1학년 11.0%에서 3학년 때 21.2%로

크게 증가해 이 시기에 흡연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1월 15일

제4회 청소년 한마음 대축제 개최(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2008. 11. 15(토) 14:30, 울산종합운동장

○ 참석인원 : 1,500여명(청소년 및 일반시민)

○ 행사내용

∙ 1부 여는마당 : 청소년 체험활동, 농학 및 진검 베기 시범, 개회식

∙ 2부 한마음축제 한마당 : 청소년 공연 및 초청가수 축하공연

∙ 3부 마무리마당 : 경품추첨 및 뒷마무리

○ 주 관 : 울산광역시 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심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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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6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조기발주(건설)

울산시는 재해위험을 해소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

년도 시행할 재해예방사업을 조기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에 시행할 재해예방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5곳

150억7천300만원과 소하천 정비 5억4천200만원 등 총 156억1천500만원

(국비 60%, 시비 40%) 규모이며, 이를 조기에 시행하기 위한 추진단을

구성했다.

조기발주 추진단은 '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 사업반'과 '기술지원반'

등 2개의 반으로 구성했으며, 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사업반은 지금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해 내년 우수기 전에 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기술지원반은 실시설계와 시공과정을

점검해 예산낭비나 부실시공을 방지할 계획이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1월 17일

2008년 하반기 외국인투자기업 실태조사(경제통상실)

○ 기 간 : 2008. 11. 17 ~ 11. 21(5일간)

○ 대 상 : 한국에어프로덕트(주)외 10개업체

○ 방 법 : 조사표에 의한 직접방문

○ 조사내용

∙ 신․증설 등 투자확대 여부 및 기업현황 변동사항 파악

∙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등

○ 향후 추진계획 : 조사내용 관리카드 작성 및 사후 지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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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기관 업무협의회 개최(경제통상실)

○ 일 시 : 2008. 11. 17(월) 11:30 ~ 13:30

○ 참 석 : 13명(경제통상실장, 수출지원기관 대표 등)

○ 회의내용

∙ 2008년 하반기 추진사업 점검 및 2009년도 사업계획 협의

∙ 수출․무역지원 주요시책에 대한 현안사항 논의

∙ 최근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논의 등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이․취임식(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11. 17(월) 11:00～11:30

○ 장 소 : 울산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70여명 정도(시장님, 시의회 의장, 공동모금회 운영

위원 등)

○ 행사내용

∙개식 및 내빈소개, 공로․감사․위촉패 전달

∙이․취임사, 축사(시장님, 시의장), 기념사진 촬영, 오찬(국빈)

AI상시방역 대책 야생조류 분변 AI 모니터링 검사(보건환경연구원)

○ 기 간 : 2008. 11. 17 ～ 11. 21 (매월 1회 정기검사)

○ 채취장소 : 태화강, 소하천 및 논밭

○ 채취건수 : 3개 지역 15점

※ 추진실적 : 2회 6개 지역 75점 (3개지역 25점 음성, 3개지역

50점 검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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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7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옹기엑스포에 세계적 관심, '성공예감'(문화)

울산시가 내년 10월9일∼11월8일 울산대공원과 울주군 외고산 옹기

마을 일대에서 개최할 세계옹기문화엑스포에 세계 각국의 도자기 관련

단체가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7일 울산세계 옹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도예가들의

국제기구인 국제도자협회(IAC)와 미국 도예가 모임인 미국도자교육

평의회(NCECA) 등이 조직위에 잇따라 엑스포 참여는 물론 적극 지원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계 55개국의 중진 도예가 450여명으로 구성된 국제도자협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중국에서 개최한 국제심포지움에서 홍보에 나선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전시와 학술대회, 문화 및 인적교류,

국제네트워크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국내 5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도자교육평의회도

최근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에게 내년 4월 평의회 총회 때 한국의 옹기장인

들이 직접 미국에서 옹기 제작 과정을 시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평의회 소속의 조 몰리나로 교수가 오는 12월께 울산을

방문해 옹기마을 등 엑스포 준비과정을 살펴보고 조언하기로 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엑스포조직위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독일, 영국, 일본, 중국, 멕시코,

이집트 등 30여개국 대사관을 통해 각국의 도자기 관련 전문가나

단체와 접촉할 예정이며, 터키와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등에 대해서는 생활자기를 엑스포 때 직접 유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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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덩굴식물 심기 목표 조기달성할 듯(환경)

울산시가 지난해부터 2010년까지 덩굴식물 100만그루 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말까지 92만그루를 심을 예정이어서 목표를

앞당겨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시와 일선 구군에서 모두

295곳에 덩굴식물 82만 그루를 심었으며, 연말까지 10만 그루를 더 심을

계획이다.

지금까지 심은 덩굴식물은 시에서 47만9천 그루, 중구 8만5천 그루,

남구 4만 그루, 동구 8만5천 그루, 북구 9만7천 그루, 울주군 3만4천

그루 등이며, 수종은 헤데라 40만7천 그루, 담쟁이 25만 1천 그루,

덩굴장미 8만6천 그루, 능소화 5천 그루, 인동덩굴 6천 그루 등이다.

시는 연말까지 북구 염포로와 성원상떼빌 아파트 방음벽 등 97곳에

덩굴식물을 추가로 심고 시설관리공단 및 구군 녹지담당부서 인력과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비료주기와 물주기 작업 등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1월 18일

지역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개최(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11. 18(화) 17:00, 외백 (서울 여의도 소재)

○ 참석대상 : 13명 (시 7, 국회의원 6)

○ 주요내용 : 2009년 국가예산 확보 방안 협의

※ 국가예산 확보 현황 및 현안사항 설명 : 기획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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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유역 종합치수계획 수립 자문회의 개최(교통건설국)

○ 일 시 : 2008. 11. 18(화) 10:00

○ 장 소 : 4층 재난상황실

○ 참석대상 : 15명(우리시 지방하천관리위원)

○ 주요내용

∙ 국가(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중인 태화강 유역종합

치수계획에 대하여 우리시 유역에 대한 자문

∙ 태화강 수계 하천별 치수 안전도 및 홍수 방어 대안의 적정성 등

○ 과업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중․남․북구, 울주군, 경주시 외동읍 일원

∙ 과업기간 : ‘05. 6. 7 ~ ’08. 12. 31

∙ 과업규모 : 태화강 등 60개 하천(국가 11.27㎞ , 지방 309.01㎞)

∙ 시 행 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08년도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도시국)

○ 기 간 : 2008. 11. 18～11. 21(4일간)

○ 점검대상 : 북구, 울주군(취약업소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 점 검 반 : 토지정보과장외 2명

○ 점검내용

∙ 자격증 및 등록증의 양도․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및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 등

○ 결과조치 : 위반자 행정처분 및 관계기관 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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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 부동산거래세 200억이상 감소(행정)

울산시의 내년도 지방세(광역시세) 가운데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징수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경기침체의 여파로 최소 2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으로 인한 세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금 축소와 경기침체 여파로 전국 각 자치단체의

내년도 재정압박이 우려되는 가운데 시에서도 광역시세의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세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시는 올해 아파트 1만여 가구가 준공해 3천4억여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아파트 준공이 2천여

가구 규모로 대폭 줄어들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도 올해에 비해 2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시에서 취.등록세 일부를 각 자치구로 배분해 주는

조정교부금도 올해 1천802억원에서 내년에는 1천381억원으로 420억원

이상 감소할 수 밖에 없어 각 구의 살림살이도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또 정부의 부동산교부금도 지난 2006년에 92억원을 받은 후

지난해와 올해는 전혀 받지 못해 내년에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법인세의 일부를 거둬 들이는 주민세가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등 지역 주력산업의 호황으로 올해 2천388억원에서 내년에

616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그나마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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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1월 19일

제2차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2008. 11. 19(수) 14:00, 본관 3층 상황실

○ 참 석 자 : 9명 (위원장 : 행정부시장)

○ 심의내용 :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 최종확정 심의(대상 92명)

※ 2년 이상 경과한 1억원 이상 체납자

○ 추진사항

∙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08. 4. 22 (공개대상자 92명 선정)

∙ 대상자 납부독촉 및 소명기회 부여 : ‘08. 5. 1~10. 31 (6개월)

○ 향후 추진계획

∙ 심의위원회 개최 후 공개대상자 확정·공개 : ‘08. 12. 15

설해대비 장비 및 자재점검(교통건설국)

○ 점검기간 : 2008. 11. 19 ~ 11. 21

∙ 구․군 자체정비 : 2008. 11. 14 ~ 11. 18

○ 점 검 반 : 건설도로과 3명

○ 점검대상 및 내용

∙ 종합건설본부, 구․군 보유 설해장비 및 자재 확인

∙ 빙판발생 예상구간의 모래주머니 적재 및 염화칼슘 보관상태

∙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 조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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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公, 상가 '진장디플렉스' 기공식(건축)

울산도시공사는 19일 북구 진장동 진장유통단지 내에서 전문상가동과

창고동을 갖춘 진장디플렉스 신축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전문상가동은 2만5천411㎡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만5천99㎡, 점포수 490개 규모로 2010년 준공하고

1층은 공구 및 산업용품, 2층은 전기전자, 컴퓨터, 전문식당, 3층은 기타

산업용품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창고동은 2만6천440㎡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만4천136㎡, 창고수

7개 규모로 같은 시기에 준공한다.

도시공사는 현재 전문상가동과 창고동을 분양중이다. 진장유통단지는

총 46만㎡ 규모로 전문상가동 외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중고 자동차

매매상가, 우편집중국, 할인매장 등이 들어서 지역 물류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울산시 '에코폴리스 10대 실천과제' 지속(환경)

울산시는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내년에도 '에코폴리스 시민

실천 10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19일 에코폴리스 범시민운동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해

부터 추진하고 있는 식당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절약, 가정

생활용수 절약, 버스 이용률 높이기, 1아파트 1하천 살리기 운동 등

10대 과제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공단 환경정화수 심기와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제고, 우리동네 공원 가꾸기, 가정 생활 쓰레기 재활용 제고,

태화강 동식물 보호운동 등도 계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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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구체적으로 아파트 단지의 에너지 절약협약 체결과 실천 우수

아파트 선정 및 표창, 생활용수 절약을 위한 아파트 8천가구 절수기

설치, 매주 하루씩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린데이' 캠페인 전개, 유해

식물 퇴치활동, 태화강 지킴이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10대 분야

110개 사업의 '에코폴리스 울산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시민실천과제 10개를 따로 선정해 지난해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울산 올해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80ha(환경)

해충의 일종인 솔껍질깍지벌레로 인해 올해 울산에서 80여㏊에

이르는 해안지역의 소나무가 말라죽는 피해가 나타나 행정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주군 서생면 50여㏊와 동구 일산동 30여㏊

일대 상당수 소나무가 최근 솔껍질깍지벌레로 인해 노랗게 색깔이 변해

말라죽는 것으로 조사됐다.

솔껍질깍지벌레는 소나무에 서식하면서 수액을 흡수하는 벌레로

소나무에 서식하면 줄기나 가지, 잎 등이 마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솔껍질깍지벌레는 보통 3월에서 5월 사이에 소나무에 기생하기

시작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10월과 11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1995년부터 울주군과 동구 해안가 일부지역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솔껍질깍지벌레가 매년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해

300여㏊ 이상 발생했지만 적극적인 예방에 나서 그나마 올해 피해

규모가 많이 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해당지역 자치단체인 울주군과 동구는 이달말부터 솔껍질깍지벌레가

나타난 해안지역내 소나무에 대한 본격적인 벌목작업에 들어가 내년

1∼2월 사이에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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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1월 20일

혁신도시 건설 및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포럼 개최(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11. 20(목) 15:00, 중구청 대회의실

○ 참석대상 : 150여명 (관계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 발전방안 모색

○ 주 관 : 울산발전연구원

2008 울산사회복지 자원봉사대회 개최(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11. 20(목) 16:00 ～ 19:00

○ 장 소 : 울산MBC컨벤션센터 (안젤로홀)

○ 참가인원 : 400명(울산지역 자원봉사자, 자원봉사관리자 등)

○ 행사내용 《행사명 : 자원봉사 일등도시, 울산!》

∙식전축하공연 : 「참사랑의집」 합창단 공연

∙개 회 식 : 내빈소개, 개회선언, 경과보고, 대회사, 축사,

우수봉사자 표창(개인10, 단체2)

(시장표창 5, 시의회 의장표창 3, 울산사회복지협의회장표창 4)

- 만찬 및 리셉션 : 초청가수, 사회복지자원봉사단 공연

○ 주 관 :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장광수)

태화교 ․ 울산교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도시국)

○ 사업개요

∙ 규 모 : 교량(보도, 난간, 측면 및 배면, 교각) 디자인 개선

- 태화교 : L=440m, B=35m - 울산교 : L=356m, B=8.7m

∙ 사업기간 : ‘08. 9 ~ ’09. 6 ∙ 사 업 비 : 6,430백만원

○ 추진상황(설계용역 15%)

∙ 타 시․도 사례 자료 수집(‘08. 10. 16 ~ 10. 17)

∙ 실시설계 용역 착수(‘08.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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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소방본부)

○ 일 시 : 2008. 11. 20(목) 14:00

○ 장 소 : 소방본부 대강당

○ 대 상 : 200명(유흥주점55, 게임방12, 고시텔2, 노래방25, 기타106)

○ 주요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제도 소개 및 응급처치법 체험

∙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교육

2008년 11월 20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귀신고래회유해면' 명칭 확정(문화)

"울산극경회유해면(蔚山克鯨回遊海面)이 아니라 '울산귀신고래 회유

해면'입니다."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제126호 '울산극경회유해면'(귀신

고래(克鯨)가 유영하는 바다)의 명칭을 '울산귀신고래회유해면'으로

바꿔달라는 울산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8일 명칭변경을 확정고시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시가 명칭변경을 신청한 것은 지난 7월 말로 "'극경'이 일본식 표기인데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다"는 이유에서였다.

울산극경회유해면은 정부가 지난 1962년 12월3일 남구 장생포

앞바다에 희귀종 고래인 귀신고래가 자주 출몰해 천연기념물로 지정

하면서 붙인 이름이다.

이와 함께 귀신고래회유해면 소재지와 관리자에서 울산시가 빠져

있던 것을 '강원도, 경상남.북도, 울산광역시'로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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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 지난 1997년 7월15일 경상남도에서 독립해 광역시로 승격

했으나 광역시도 단위로 지정하는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관리자 명단은

여전히 '강원도, 경상남.북도', 소재지는 '강원도, 경상남.북도 해안 일원'

으로 돼 있었던 것이다.

시는 관계자는 "귀신고래회유해면 명칭 확정과 행정소재지 및

관리자 명단 변경을 계기로 '고래도시 울산'의 이미지가 더욱 개선되고

용역을 추진중인 고래테마 관광도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대공원 연간 총가치 713억원(사회)

울산대공원의 연간 총 가치는 713억원." 울산시설관리공단은 20일

울산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용역의뢰해 관리 시설물 가운데 울산대공원과

울산체육공원의 연간 총가치를 분석한 결과 울산대공원은 713억원,

울산체육공원은 561억7천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원을 이용했던 시민 500명을 개별 면접해 공원시설의 무형적 가치에

대한 수치화, 공원이 있음에 따른 역외유출 방지 경제효과, 시민의 가구별

공원 혜택, 공원시설에 대한 행복도 등을 조사해 분석한 것이다.

이 결과 울산대공원은 무형적 가치 403억9천만원, 수입 등 유료가치

33억9천만원, 역외유출 방지 경제효과 275억2천만원 등이었고 울산

체육공원은 무형가치 331억5천만원, 유료가치 32억2천만원, 역외유출

방지 경제효과 197억9천만원 등이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관리하는 주요 시설물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고 생활에 유익한 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의뢰했다"며 "공원 등 공공시설물이 시민에게 주는 무형적 효과를

경제적 수치로 환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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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곳곳서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복지)

울산 곳곳에서 연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담그기가

펼쳐지고 있다.

에쓰오일 사회봉사단은 20일 울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울산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제2회 S-OIL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된 이날 행사에는 에쓰오일

사회봉사단과 가족, 울산시여성협의회 자원봉사자, 다문화단체 소속의

외국인 봉사자 등 총 23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배추 5천 포기와

무 1천500개 분량의 김장을 했다.

사랑의 김치는 전량 지역의 어려운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전달됐다. 에쓰오일 이영희 부사장은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만든 사랑의 김치가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스한 마음과

함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울산.양산지역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김명희)도 이날 울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가족과 저

소득 가구에 지원하기 위한 '2008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갖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절임배추 500 포기로 김장을 담갔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주군지구협의회(회장 도귀화)와 청소년적십자

울산광역시위원회(위원장 최해상)도 22일 중구 성안동 적십자사에서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과 새터민, 적십자 봉사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김장나누기 행사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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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1월 21일

2008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경제통상실)

○ 일시․장소 : 2008. 11. 21(금) 13:00~20:00, 테크노파크 강당

○ 참가인원 : 100여명(시장, 울산과기대총장, 한국생기원장 및

학회회원)

○ 주요내용 : 개회식, 5개 분야에서 30편 논문발표

 
 ▪ 학회장 : 박명철(한국정보통신대학교 교수)

▪ 소재지 : 대전시 유성구 문지로 119 한국정보통신대학교 F713호

▪ 회원수 : 1,000여명(업계, 학계, 연구계 포함)

《 《 한국기술혁신학회 현황한국기술혁신학회 현황 》 》

불법유동광고물 일제정비 및 합동단속(도시국)

○ 기 간 : 2008. 11. 21～12. 31(매주 금요일)

○ 대 상

∙ 공공목적 및 공공시설물이용 불법유동광고물, 보행 및 통행을

방해하는 유동광고물, 차량래핑 광고 등

○ 방 법

∙ 시 현장 점검반(5개조 20명), 구․군 및 경찰 합동단속반 편성

∙ 상습위반자 법적조치

○ 금주계획 : 자진철거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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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북부경찰서 신설 '가시화'(행정)

산업단지 확장과 인구 급증에 따라 치안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울산 북구지역에 북부경찰서 설립이 가시화하고 있다.

21일 한나라당 정갑윤(울산 중구)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

예산심의 결과 2009년도 경찰청 일반회계에 7억원을 '청사 신설' 용도로

신규 편성, 그 가운데 5억원을 울산 북부경찰서 토지매입 계약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2억원은 경기 의왕경찰서 신설에 배분할 예정이다.

정 의원 측은 "통상적으로 경찰서 신설작업은 이처럼 토지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배당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북부경찰서 신설은 이제

첫발을 담근 셈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울산지역에서는 5개 구.군 가운데 유독 북구에만 관할 경찰서가

없어 중부서와 동부서 2곳이 나눠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산업단지

확대,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치안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관할 경찰서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1월 22일

카툰발레『비밀의 인형 "코펠리아"』초청공연(문화예술회관)

○ 일시․장소 : 2008. 11. 22(토) 2회, 11. 23(일) 1회, 소공연장

○ 출 연 : 서울발레씨어터, (주)아츠플레이

○ 공연내용 : 19세기 프랑스 희극발레를 현대적 트렌드로 재해석한

명랑 가족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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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3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1사1교 자매결연' 교과부 우수사례 선정(교육)

울산교육청은 지난 2006년부터 자체적으로 기획해 범사회운동으로

추진해온 '기업의 메세나 운동으로 함께 크는 우리학교(1사1교 자매

결연 사업)'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창의·실용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울산교육청 사례는 행정 자치부 주관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정부

기관 창의·실용 우수사례 중 교과부 사례로 제출하기 위해 선정됐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16개 시도교육청과 교과부 실·과 및 산하기관

에서 제출된 74편 중 3편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는데 울산교육청은 행태·

문화개선 분야의 우수사례로, 경기도교육청은 대민서비스 제고와 행정

효율성 향상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각각 뽑혔다. 1사1교 자매결연 사업은

울산이 6만개 이상의 기업이 산재해 국내 수출액의 16.8%(549억 달러)를

담당하는 산업수도라는 점을 착안, 기업과 학교가 교육공동체를 형성

하고자 2006년부터 울산교육청이 추진해온 범사회운동이다.

울산교육청은 지난달 지역의 181개 기업과 227개 학교가 1사1교

자매결연을 해 100% 목표를 달성했고 학교발전기금 기탁도 총 173억원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기업사랑.학교

사랑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전국적으로 홍보돼 울산교육의 고유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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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외국인 한마음 대축제' 열려(사회)

울산에 살고 있는 이주 노동자, 국제결혼 이민자, 장기체류 외국인

들이 한자리에 모여 휴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울산시가 후원하고 지역 시민단체인 울산국제볼런티어센터(대표

정영자)가 주관한 가운데 23일 울산시 남구 신정동 울산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는 '외국인 장기자랑 및 한마음 대축제가 열렸다.

이날 행사 참가자는 대부분 이주노동자나 국제결혼 이민자, 외국인

산업연수생 등으로, 베트남 50명, 필리핀 50명, 인도 20명, 중국 30명,

일본 40명, 미국 20명, 방글라데시 40명, 한국 50명 등 모두 8개국 300

여명이 참가해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먼저 베트남과 인도, 방글라데시 대표가 진행한 한국어

스피치 대회를 시작으로, 필리핀 대표의 민속 의상 패션쇼, 중국의 합창,

일본의 무용, 미국의 축구 개인기 장기 자랑, 한국의 짝퉁 외국어 대회

등의 순으로 마련됐다.

또 각국 대항 단체 줄넘기, 한국어 OX퀴즈, 풍선 터트리기 게임 등

단체가 참여하는 행사도 열렸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울산에서 사는 외국인들이 언어,

문화적 차이, 힘든 노동 등으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도록

위로하고 외국인 커뮤니티와 울산 시민간의 정보교환이나 우의를

다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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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1월 24일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 조사 실시(행정지원국)

○ 기 간 : 2008. 11. 24 ~ 12. 12(19일간)

○ 조사주체 : 구·군, 읍·면·동

○ 조사대상 : 동일 번지내 다세대, 다수인세대, 거주곤란 의심장소

전입세대 등 허위전입 의심 세대

○ 조사결과

∙ 실제 미거주자는 주민등록 자진 이전토록 유도

∙ 이전 조치 불응자는 개별 사실조사 후 주민등록 직권조치

월동기 생활쓰레기 수거대책 추진(환경녹지국)

○ 사업개요

∙ 기 간 : 2008. 11. 24 ~ 2009. 2. 28

∙ 대 상 : 김장쓰레기, 연탄재, 낙엽, 기타 생활폐기물

○ 향후 추진계획

∙ 김장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반입체계 구축

∙ 구․군별 쓰레기 불법소각, 투기단속 및 주민홍보 강화 등

맞춤형 여성일자리 제공 업무협약 체결(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11. 24(월) 11:30

○ 장 소 : 시청 3층 상황실

○ 참석인원

∙ 울산광역시 : 시장, 복지여성국장

∙ 현대중공업 : 최길선대표이사, 김환구상무, 유태근기술교육원장

∙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 최경란관장

○ 주요내용 : MOU서명(조선 CAD분야), 기념촬영,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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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의 날」캠페인 실시(교통건설국)

○ 일 시 : 2008. 11. 24(월) 07:30 ~ 09:00

○ 장 소 : 공업탑로터리 등 5개소 (구․군별 1개소)

○ 인 원 : 250명(YWCA, 민간단체, 시, 구․군, 버스조합․업체 등)

○ 내 용 : 대중교통 이용의 날 홍보전단 배부 등

노인 장기요양시설 특별 소방검사(소방본부)

○ 기 간 : 2008. 11. 24 ~ 12. 9(16일간)

○ 대 상 : 53개소(노인요양원 및 복지센터)

○ 점검내용

∙ 소화기 등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작동여부 점검

∙ 화재발생시 거동 불편자 또는 장애자 등의 대피요령 교육 실시

2008년 11월 24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세관 관세징수 사상 첫 6조원 돌파(행정)

올 상반기 고유가의 영향으로 울산세관의 한 해 관세 징수 실적이

사상 처음 6조원을 돌파했다.

24일 울산세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관세 징수 실적은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48% 늘어난 6조3천71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한해 관세 총액 5조3천853억원보다 18.3%(9천866억원)

증가한 것으로 올 한해 목표치 5조7천300억원을 11.2%(6천419억원)

초과 달성한 것이다.

이처럼 관세 징수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은 올 상반기 고유가의

영향으로 10월말까지 전년 동기대비 수출은 35%, 수입은 42%나 증가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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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세관은 유류 등 액체화물이 전체 수출입 화물의 77%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울산항의 특성상 유가가 전년 대비 최대 100% 가까이

상승하면서 수출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지난 9월 이후 유가가 급락하면서 울산 세관의 징수 실적도

지난 10월 기준 3천1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하는 등

하반기 들어 관세 징수 실적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울산세관 관계자는 "액체화물 취급량이 많은 울산항의 경우 올

상반기 고유가 영향으로 수출입 규모가 늘면서 세관에서 징수하는

관세액도 커졌다"라며 "그러나 지난 9월 유가 급락으로 4.4분기 들면서

관세 징수액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1월 25일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발표 및 세미나 개최(경제통상실)

○ 일시․장소 : 2008. 11. 25(화) 14:00~16:00, 가족문화센터

○ 참석인원 : 200여명(기업체관계자, 에너지 유관기관,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9명), 기업체 에너지소비구조개선

사례발표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향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방향

∙ 지열 태양열시스템 및 적용사례 등 신 재생에너지보급 사례

울산배 수출 협의를 위한 대만 현지방문(경제통상실)

○ 방문목적 : 현지바이어 울산배 시식 및 수출 상담․협의

○ 방문일정 : 2008. 11. 25 ~ 11. 28

○ 방 문 자 : 2명 (시 및 울산원협 담당자)

○ 향후 추진계획 : 대만수출 선적 (12. 15 ~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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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동남권관광협의회 회의 참석(문화체육국)

○ 일시․장소 : 2008. 11. 25(화) 16:00, 부산시청

○ 참석대상 : 10명(시․도담당 및 관광협회관계자)

○ 주요내용 : 해외 공동 관광설명회 및 관광상품 홍보방안 협의 등

택시 노․사․정 간담회 개최(교통건설국)

○ 일 시 : 2008. 11. 25(화) 11:00

○ 장 소 : 교통관리센터 회의실

○ 참석대상 : 14명(택시사업조합 4, 택시노조 6, 시 4)

○ 주요내용

∙ 택시 브랜드화 추진

∙ 택시친절『5Y5N』운동 추진 및 택시요금 인상 관련 친절대책

∙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선정 협의 등

2008년 11월 25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도 다자녀 가구에 자동차세 감면(복지)

울산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일부 가구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 줄 방침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자녀양육 지원과 출산장려 시책의 하나로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에서 2천㏄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내년부터 이같은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울산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지난 2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또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에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취․등록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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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계약심사제로 예산 100억 절감(행정)

울산시가 계약심사제를 시행해 올들어 지금까지 100억원 이상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시에 따르면 각종 공사와 용역을 발주하기에 앞서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계약심사제를 도입한 결과 첫해에

90억원, 지난해 79억원을 절감했고 올들어서는 100억7천900만원을 아낀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절감효과가 큰 것은 지난 7월 계약심사과를 신설해 심사

기법을 꾸준히 개발한데다 10월부터는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제정해 심사기관을 구.군과 구.군의 지방공기업, 시와 구.군의 출연

기관까지 확대하고 대상사업의 범위도 넓힌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올들어 모두 258건(사업비 1천383억원)을 심사해 공사분야에서

70억5천400만원, 용역분야에서 24억5천300만원, 설계변경분야에서 2억

1천만원, 물품구매 및 제조분야에서 3억4천200만원을 각각 절감했다.

공사의 경우 신항만 배후도로 확장비 3억원, 문화예술회관 증축비

1억2천500만원, 동서오거리∼야음주공아파트 도로확장비 1억원을 각각

절감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심사제는 3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와 2천만원 이상

용역, 10억원 이상 설계변경을 할 때 발주부서에서 계약 전에 담당

공무원과 원가분석 자문단이 심사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

이라며 "예산절감 효과가 알려지면서 전국 각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잇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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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암센터 착공, 2011년 완공(보건)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박상규)은 25일 울산시 동구 전하동 병원

신축동 부지에서 박맹우 울산시장과 민계식 현대중공업 부회장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암센터가 들어서는 500병상급의

신축동 건립 기공식 행사를 가졌다.

신축동은 오는 2011년 완공되며 1천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박상규 병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울산대병원이 2011년 1천200병상급

초대형 병원으로 거듭남에 따라 진료, 교육, 연구 등 3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글로벌병원을 목표로 한 전국 8대 병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맹우 울산시장과 민계식 현대중공업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신축동

건립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축동에는 영남권 최대 규모인 암센터를 중심으로 방사선 치료센터,

뇌혈관센터, 심혈관센터, 장기이식 센터, 수술실, 중환자실 등이 들어

서고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센터와 근로자 건강

검진을 위한 건강관리센터도 확장, 이전된다.

신축동은 현대건설이 맡아 무진동, 무소음의 최신 공법을 적용해

시공하고 태양열 시스템, 안전방재시스템, 친환경 디지털 설비를 갖춘

현대식 건물로 지어진다.

병원측은 신축동 건설과 함께 편의점, 식당, 커피숍, 은행 등 각종

환자 편의시설도 확충하고 차량 900여대를 수용하는 주차장도 추가

건립하기로 했다.

울산대병원 관계자는 "외래나 입원환자가 계속 늘어 리모델링을

통해 병실을 확장해왔지만 2∼3년 전부터 건물 용적률 한계를 초과

하면서 더 이상 기존 건물에다 병실을 늘릴 수 없게 됐다"며 "신축동이

건립되면 1천200병상급으로 초대형 병원으로 거듭나 지역주민에게

만족할 만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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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1월 26일

외국인 유학생 무료 시티투어 실시(문화체육국)

○ 목 적 :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관광자원 홍보

○ 일 시 : 2008. 11. 26(수) 10:00 ~ 17:00

○ 대 상 : 울산대학교 유학생 7개국 80명

○ 투어코스 : 현대자동차, 암각화전시관, 고래박물관, 십리대밭

○ 향후 추진계획 : 설문조사 실시(홍보효과 측정) 및 확대 방안 강구

2008년 11월 26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올해 실업급여 신청자수 '사상 최다'(경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올해 울산지역에서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

급여의 신청자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울산노동지청에 따르면 공식 집계를 잡기 시작한 2002년부터

매년 실업급여를 신청한 근로자 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들어 10월말까지

총 1만5천515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실업급여 신청자수를 보면 2002년 7천727명, 2003년 8천75명,

2004년 1만597명, 2005년 1만3천73명, 2006년 1만1천287명, 2007년 1만

1천827명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2002년부터 매년 늘어나는 추세 속에 2006년

한때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다시 1만5천515명으로 대폭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보다 31.2%인 3천688명이 증가한 것이다.

공식 집계가 잡히기 시작한 2002년과 비교할 경우 7년 사이에 두배

가량으로 늘어난 셈이다.



● ● ● 2008. 11월 주요수록 안내

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571

울산노동지청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부터 경기가 나빠지면서 올해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가 계속 악화

되면 신청자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 울산출장소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지역의 실업률은

4.2%로 9월의 3.2% 보다 1%포인트, 작년 10월의 2.4%보다 1.8%포인트

각각 증가하면서 2005년 2월(4.2%) 이후 3년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지난달 울산노동지청에 접수된 지역의 구인 사업장도 1천206곳

(모집인원 2천57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구인사업장 1천384곳(2천

884명) 보다 14.7%(11.9%)나 줄었다.

울산태화강서 희귀 '돌연변이 댕기물떼새' 발견(환경)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 태화강 하구 모래톱에서 세계적으로

희귀한 백화형(알비노.albino.돌연변이로 흰색으로 변화한 형태) 댕기

물떼새를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겨울철새인 댕기물떼새는 일반적으로 몸이

회색과 검은색, 머리댕기 부분은 검은색인데 반해 이번에 발견된 백화형

댕기물떼새는 몸의 회색부분이 흰색이고 머리댕기도 흰색인 것이 특징이다.

이 댕기물떼새는 지난 22일 낮 12시께 울산환경운동연합이 '하천

생태안내자 양성과정'의 '하천과 철새' 현장 교육을 받던 부산 환경운

동연합 낙동강 하구모임의 김화연 철새 안내자가 망원경으로 발견해

사진으로 촬영했다고 울산환경연합은 밝혔다.

울산환경연합은 "경성대 조류관 이종남 박사가 백화형 댕기물떼새는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을 정도의 희귀종으로 우리나라에서 관찰된 것은

이례적이며 귀중한 성과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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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1월 27일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사업 사후관리 실태조사(경제통상실)

○ 조사기간 : 2008. 11. 27 ~ 12. 26(1개월간)

○ 조사대상 : 231건, 융자 87억원(‘06~’08 3년간 대출 농어업인)

○ 조사내용 : 대출금 적정사용 여부, 구․군 사후관리 실태, 사업

평가 등

○ 조치계획

∙ 규정 위반시 사업취소 및 융자금 회수 조치

∙ 조사결과 평가 후 ’09년 융자 지원계획 수립시 반영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울산포럼 개최(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2008. 11. 27(목) 15:00, 가족문화센터

○ 참석인원 : 150명(결혼이민자 가족, 현장활동가, 방문지도사 등)

○ 행사내용

∙ 주제발표(2명) : 울산시 다문화가족사업 현황 및 정책방향,

발전방안 추진전략

∙ 토론자(3명) :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수학능력실태 및 대책 등

○ 주 최 : 보건복지가족부

○ 주 관 :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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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적자원과 산업연계 방안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2008. 11. 27(목) 15:30, 롯데호텔 3층

○ 참석인원 : 70명

○ 주요내용 : 주제발표, 종합토론, 기념촬영, 만찬 등

∙ 주제발표 1 : 울산지역 여성인적자원의 경제적 기반 특성과

취업선호도(발표자 : 강종렬 울산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2 : 울산지역 여성인적자원의 산업연계 방안

(발표자 : 허영도 울산대학교 교수)

○ 주 최 : 울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인적자원개발분과

○ 주 관 : 울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업체 일제단속 실시(교통건설국)

○ 기 간 : 2008. 11. 27 ~ 11. 28

○ 단 속 반 : 건설도로과 건설행정담당 등 2명

○ 대 상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및 대여업체

∙ 우리시 적발업체 : 3개사(중앙종합토건, 건호공영, 이수주택건설)

∙ 노동부에서 보험료 지급실적 등 서류심사․적발(‘08. 10월)

○ 단속내용 : 실지 근무여부 확인(근무일지 및 보고서 등)

○ 조치계획 : 관련법에 의거 고발 및 영업정지 (6개월 이내)

∙ 관련법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삼호산『삼호정』낙성식 개최(남구)

○ 위 치 : 남구 옥동 산 91번지 (삼호산 정상)

○ 설치형식 : 전통팔각정자 한식 목조

○ 규 모 : 높이 8.4m 처마 9.6m

○ 사 업 비 : 2억

※ 낙성식 개최 : ‘08. 11. 27(목)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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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7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광역시중 '꼴찌'(경제)

울산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고 취업여성의 임금도 남성의 6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울산지역혁신협의회가 개최한 '여성인적자원과 산업연계 방안

심포지엄'에서 울산대학교 강종열.서정희.김해룡 교수팀은 '여성인적

자원의 현황과 특성' 발표에서 "울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7년

기준 43.8%로 서울 51.7%, 대구 48.9%, 인천 48.8%, 대전 47.6%, 부산

47.5% 등 다른 광역시에 비해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또 "울산지역 여성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7년 기준 132만6천

원으로 남성 217만원의 61.2%에 불과하며, 제조업 종사자의 여성인력

비율은 10.2%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지역 석사와 박사급

여성의 비중이 각각 0.9%(전국 1.9%)와 0.1%(전국 0.3%)로 전국 평균

보다 크게 낮아 취업에 유리한 전문 학위나 자격증 소지자가 적기 때문

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가 남성위주로 돼

있어 여성인력의 수요가 적은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산업연계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 여성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여성 스스로 자기계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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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장학금 무상지원 대학생 490여명(복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무상지원방침에

따라 울산에서는 49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시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전문대 및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에게 연간 국.공립대 등록금 평균

수준인 450여만원을 지원하며, 울산지역에서는 10월말 기준으로 490여명

에게 22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기간은 1∼4학년(최대 8학기)이며, 신청자격은 신입생의 경우

고교내신 이수과목 2분의1 이상과 수능성적 3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성적평점이 100점만점 기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또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고등학생에게만 지원하던

교육급여를 초등학생에게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12월말까지 초등학생 대상자 1인당 7만6천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담은 홍보물을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에 배부하는 등 대상자가 수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1월 28일

대학설립 관계기관 협의회 (제11차) 개최(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11. 28(금) 10:00, 울산과기대 공사현장

○ 참석대상 : 20여명 (시, 교과부, 대학, 시공사 관계관 등)

○ 주요내용 : 기관별 대학설립 추진상황 보고 및 현안사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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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포럼 창립 및 국제세미나 개최(환경녹지국)

○ 일시․장소 : 2008. 11. 28(금) 13:30, 롯데호텔(2층)

○ 참 석 : 200명(환경부장관, 전국 시 도포럼대표, OECD환경

부국장 등)

○ 주요내용 : 포럼위원 위촉, 특별강연․주제발표․질의토론 등

○ 주 최 : 녹색성장포럼 사무국(울산발전연구원), 울산광역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개최(문화체육국)

○ 일시․장소 : 2008. 11. 28(금) 14:00, 3층 상황실

○ 안 건 : 진장지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3건 5점(조각)

○ 심의내용 :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 도시

미관 관계 등

「2009 울산 간절곶 해맞이 축제」준비(문화체육국)

○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울산 간절곶의 이미지를

활용, 울산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내실 있는 축제준비

○ 추진상황 : 해맞이 축제 기본계획 수립

○ 향후 추진계획

∙ 추진부서 관계자 회의 : 2008. 11. 28

∙ 분야별 세부추진 종합계획수립 : 12월초

《 간절곶 해맞이 축제 개요 》

○ 기간․장소 : ‘08. 12. 31. 19:00 ~ ’09. 1. 1. 09:00, 서생면 간절곶

※ 일출 : 07시 32분 04초 예정(포항 호미곶 : 07시 33분 14초)

○ 주요내용 : 상징조형물설치, 행운대박 터뜨리기, 소망연날리기,

어선퍼레이드 등



● ● ● 2008. 11월 주요수록 안내

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577

2009 울산 세계드래곤보트 선수권대회 홍보(문화체육국)

○ 기간․장소 : 2008. 11. 28 ～ 11. 29, 로마 국제카누연맹 총회

(147개국 참가)

○ 참 석 자 : 5명(시 2, 협회관계자 3명)

○ 홍보내용 : 울산대회 프레젠테이션 설명회 및 홍보자료 제공

∙ 홍보CD, 리플릿, 교통․숙박 등 편의시설 요금 및 사용 안내 등

시립예술단 합동 공연 뮤지컬『태화강』(문화예술회관)

○ 일 시 : 2008. 11. 28 ~ 11. 29(2일간), 19:30

○ 장 소 : 대공연장

○ 출 연 : 146명(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 극 본 : 윤대성(서울예술대학 교수)

○ 공연내용 : 태화강을 소재로 한 창작 신화 뮤지컬로서

에코폴리스 울산에 대한 이미지와 문화예술분야의

저력을 대․내외적으로 홍보

2008년 11월 28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녹색성장포럼' 창립, 워크숍 개최(환경)

울산시는 28일 '울산녹색성장 포럼' 창립식과 창립기념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

시는 이날 오후 울산롯데호텔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박맹우 시장,

중앙 및 시도 녹색성장포럼 대표, 국내외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 창립식을 갖고 포럼 위원을 위촉하며, 워크숍을 개최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토론과 주제발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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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은 주봉현 정무부시장과 박흥석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기후변화.기술분과, 녹색산업.에너지분과, 녹색사회분과

등 3개 분과와 자문위원 등을 두어 녹색성장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구축과 정책 방향 연구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기술분과는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자립 등의 일을 하고 녹색산업.에너지분과는 미래기술과 녹색

기술 개발 보급 및 녹색산업 성장 동력화를 담당하며, 녹색사회분과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와 탄소 저감형 생활혁명, 환경교육 및 홍보 등의

역할을 할 방침이다.

한편 포럼창립에 이은 워크숍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태주

원장이 '저탄소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 로버트 비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국부국장이 'OECD의 녹색성장 관련

동향과 세계 환경전망'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또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울산시가 각각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 추진사례 등을 발표할 방침이다.

SK에너지 '제5회 행복나눔 김장 담그기'(복지)

SK에너지㈜ 울산콤플렉스(부사장 박상훈)와 울산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김원순)는 28일 울산시 중구 동천체육관 앞 광장에서 자원봉사자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5회 행복 나눔 김장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은 SK에너지가 준비한 배추 1만5천

포기와 무 3천800개, 양념 등으로 김장을 만들어 울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 총연합회 등 75개 사회복지센터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3천여

가구에 전달했다.

SK에너지는 이날 김장 담그기 행사중 OX퀴즈, 즉석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의 이벤트를 마련, 자원봉사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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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이선범씨(행정)

울산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초대 이사장에 이선범 전 울주군

부군수가 임명돼 28일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울주군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응모한 결과, 등록한 후보

7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이 전 부군수를

이사장으로 선정했다.

울주군은 조직관리 능력과 공기업 경영을 위한 가치관, 리더십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쳤다으며, 이 전 부군수는 사회복지 분야 등에 대한

전문성과 리더십, 경영혁신 노사 및 직원 친화력 등에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초대 이 이사장은 지난 1969년도 공직에 입문, 울산시 사회복지계장,

감사관, 문화예술회관장, 총무과장, 울주군 부군수를 끝으로 공직을 떠난

뒤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지회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공단 조직의 안정과 공익성 등이 조화를 이루는

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오랜 행정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고려해 이사장을

임명했다"며 "초대 이사장이 임명된 만큼 이사회 구성과 법인정관, 각종

제규정 확정, 사업계획 수립 등의 실무작업이 빠른 시일내 이뤄져 공단

출범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장애인 복지관과 노인복지관 2개소,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문화의 집 2개소, 충렬공 박제상기념관, 체육

공원 4개소, 울주군민체육관, 간절곶 스포츠파크 등 모두 16개 복지,문화,

체육시설 등을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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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1월 29일

제7회 사랑의 손․말 수화경연대회 개최(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11. 29(토) 14:00～17:00

○ 장 소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참석대상 : 300명 정도(청각장애인 및 시민 등)

○ 행사내용 : 건청인 및 청각장애인 수화경연대회

○ 주 관 : (사)울산광역시농아인협회(회장 장년길)

※ 시청직원「사랑의 수화교실」교육수료자 우정출연 : 수화로

부르는 울산시가, 복지여성국장 외 18명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1월 30일

정밀화학센터~제2다운초간 도로개설공사 준공(종합건설본부)

○ 사업개요

∙ 규 모 : 도로개설 L=770m, B=20m(터널 235m)

∙ 공사기간 : ‘07. 4. 10 ~ ’08. 11. 30 ∙ 사 업 비 : 20,000백만원

○ 추진상황(공정 97%)

∙ 본선 도로부 기층․중간층 포설 및 다짐작업 완료

∙ 북부 순환도로 교차로 설치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공사 준공(‘08. 11. 30)

∙ 준공 검사 및 도로 개통식(‘08.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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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30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교육감 "교원단체 교육경영간섭 안된다"(교육)

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은 교장에 대한 방과후 학교 관리수당 지급

문제를 놓고 최근 교원단체와 학부모간에 큰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울산 J여고 사태와 관련해 30일 "교원들의 복지에만 매진해야 할 교원

단체가 교육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해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작년말 취임후 고강도 교육개혁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김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경영은 교육감 고유의 업무이고

교원복지 증진은 교원단체가 이뤄야 할 몫"이라며 "서로 침해해선

안될 선을 넘으니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J여고 사태는 요즘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사례중의 하나"라며 "대다수 일선 학교에서 교원단체와 학교간에 이

같은 대립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방과후 학교관리수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장과 교감, 업무 담당자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도록 한 것"이라며 "교장한테 관리책임을 물으려면 당연히

수당을 줘야 하는데 교원단체에서 이를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교원단체와 일부 교사가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들을 끌어들이다 '수업은 하지 않고 학생들을 정치적

으로 이용한데 대해' 분노한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문제가 크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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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전교조 울산지부 등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 갱신 문제에

대해서도 "이는 시대적 요구"라고 단언하며 "교육청 본연의 업무인 교육

정책이나 학교운영 등 교육경영에 관한 문제를 단협에 담아 교원단체와

의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원단체들이 12월 말까지 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단체

협약을 해지할 생각"이라며 "이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울산지역 학생

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김 교육감은 "교원단체는 사교육비 절감과 학력향상을 위해 혁신적

으로 추진하는 방과후 수업, 서술형 평가제, 초빙 교장제 등 모든 일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비판한 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개혁은 반드시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 "교사들의 수준이 학원 강사보다 우수하고 학교에서 싼

수강료로 학원 강의보다 수준높은 방과후 수업을 한다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공교육을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교원단체들도 우리나라 모든 학부모

들의 여망인 '학생들이 학교에만 다녀도 되는 교육여건'을 만드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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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2월 1일

200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행정지원국)

○ 납세의무자 : 2008. 12. 1 현재 관내 등록원부상 소유자

○ 납 기 : 2008. 12. 16 ～ 12. 31

○ 과세대상 : 자동차, 덤프트럭 등

※ 부과액 : 31,264백만원 (누계 55,445백만원)

제21회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2008. 12. 1(월) 13:00, 차없는 거리(중구 KT zone)

○ 참가인원 : 200명 정도(공무원 70, 자원봉사자 30, 시민 100)

○ 내 용 : 기념식, 이벤트 행사, 거리 캠페인 등

○ 주관․주최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울산경남지회․울산광역시

2008년 12월 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현대차 감산, 협력업체에도 '불똥'(경제)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을 중심으로 1일부터 각 공장의 주말 특근과

잔업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정상 근무 시간까지 줄이는 등 본격적인

감산체제에 들어가자 일선 협력업체도 생산량 줄이기에 들어갔다.

또 일부업체는 감산에 따른 유휴 인력 부담을 해소 하기 위해 희망

퇴직을 실시하는 등 구조조정에도 착수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협력업체들이 밀집한 북구 효문동 효문공단내

에서 운전석 계기판 등을 생산하는 덕양산업㈜의 경우 지난달말 사내

대자보를 통해 전체 종업원 79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50명의

희망퇴직자를 받는다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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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주력 협력업체 가운데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은 덕양산업이

처음이며, 앞으로 다른 협력업체로도 불똥이 튈 것이라며 지역 자동차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금속노조 덕양산업지회 관계자는 "경기침체에 따라 우리 회사가

협력업체 가운데 첫 구조조정 신호탄을 올린 것"이라며 "다른 협력

업체도 구조조정을 언제 할 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10여명의 종업원이 일하는 또다른 1차 협력업체인 M사는 이미

지난 9월부터 생산물량이 없어지면서 미션 부품을 생산하는 라인가동을

이미 중단했고 해당 라인의 근로자 20여명은 3개월째 생산에 투입되지

못한 채 다른 업무를 협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세종공업, 한일이화 등 효문공단내 20∼30여곳에 이르는

1차 협력업체를 비롯, 전국에 산재한 400여개의 1차 협력업체, 3천여

개의 2차 협력업체도 현대차의 감산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생산에 맞춰 부품을 실시간으로 공급하는 'JIT(Just In Time)

시스템'을 갖춘 대부분 1차 협력 업체가 현대차의 생산계획에 따라

공장이 가동되고 있어 이번 감산이 그대로 자사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경영위기를 맞게 됐다.

차량용 강판을 납품하는 울산의 한 협력업체는 아직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줄일 정도는 아니지만 당장 내년 생산량 계획을 줄였고 이는

이미 모든 협력업체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효문공단내 한 협력업체 노조 관계자는 "각 협력업체에서 일거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더 어려

워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구조조정의 한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대부분 근로자도 고용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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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원봉사 우수 프로․유공자 표창(행정)

울산시는 1일 자원봉사 대축제를 열어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에

동참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과 봉사자를 시상했다.

시는 이날 KBS울산홀에서 자원봉사자 등 2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를 개최해 5개의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16명(단체포함)의

유공자를 표창했다.

우수 프로그램으로는 농어촌 가구의 전기시설과 가전제품, 농기계

등을 수리하는 현대중공업 기능장회의 '농어촌 환경개선 자원봉사'에

최우수상, 대구미래대학 울산사회봉사단의 '행복을 여는 점심특식 제공

하기'와 울산제일교회 의료봉사팀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의료자원봉사'에

우수상을 각각 수여했다.

자원봉사 유공자로는 39년간 교통, 방범, 복지시설 및 불우가구 봉사

등의 활동을 해온 해병전우회울산시연합회(회장 이상협)와 SK에너지

울산CLX 이종한 과장 등 모두 16개 단체 및 개인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송대관, 김혜연 등 인기가수들을 초청해 축하

공연을 가졌다.

시는 지난 5월 지역 자원봉사자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발대식을 갖고 집수리와 말벗, 학습지도, 의료봉사, 음악

공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봉사자가 1만2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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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2월 2일

제2회 장애인식개선 콘서트 개최(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12. 2(화) 15:00～18:00(의식행사 16:00～16:30)

○ 장 소 : 종하체육관

○ 참석인원 : 1,000명 정도(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등)

○ 행사내용 : 작품 전시회, 식전 축하공연, 의식행사 등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교육청․강남교육청

2008년 12월 2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부산-울산 고속道 통행료 3천600원 비싸요(교통)

부산∼울산 고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가 이달말 개통을 앞두고 정부에 통행료 3천600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울산시와 시의회가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부산울산고속도로㈜는 총 공사비 1조3천403

억원을 투입해 부산 해운대구 좌동∼울산 울주군 범서읍까지 총연장

47.2km의 고속도로를 건설중이며, 연말 개통을 앞두고 최근 국토해양

부에 통행료 3천600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액은 당초 정부가 추진하던 이 사업이 2006년 한국도로공사와

국민연금이 공동투자한 부산울산고속도로㈜의 민자사업으로 전환할

당시 산정한 3천원보다 20%나 오른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현재 전문기관에

맡겨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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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울산시의회 이재현 의원은 "정부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전환돼 시민들에게 요금부담만 안겨주게 되었다"며 "당초

산정액보다 훨씬 많은 요금을 징수할 경우 시민들의 강련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도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에 각각 공문을 보내 과다한 통행료

산정에 대한 시민의 우려와 함께 "합리적인 요금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부산 울산고속도로㈜에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송병기 시 교통건설국장은 "민자사업으로 전환할 당시의 협약서에

요금을 3천원으로 산정했으나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것으로 안다"며 고

말했다.

이 고속도로는 왕복 6차선으로 개통되면 부산∼울산 주행시간이

현재의 평균 57분(국도이용)에서 30분으로 크게 단축되고 연간 물류비도

2천362억원 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 세계龍船대회 앞두고 태화강변 정비(환경)

울산시는 '2009년 세계드래곤보트(Dragon Boat,龍船) 선수권대회'

개최를 앞두고 행사가 열릴 태화강변의 콘크리트 호안과 각종 체육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7억4천여만원을 들여 태화교

∼학성교에 이르는 태화강 둔치의 삭막한 콘크리트 호안 2.8㎞에 식생

매트를 부착하고 기린초를 비롯한 각종 초화류를 심어 세계드래곤

보트대회 참가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또 5억원을 들여 이 구간 둔치에 있는 테니스장과 축구장,

농구장, 주차장 등을 정비하고 콘크리트 바닥을 뜯어낸 생태주차장과

잔디광장, 자연학습장, 지압보도, 산책로 등을 조성해 시민의 쉼터로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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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지난 4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카누연맹 이사회

에서 2009년 세계 드래곤보트 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 7월10일∼12일 물 맑기로 이름난 태화강에서 20개국 1천

5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대회를 개최한다.

드래곤보트는 앞 부분이 용머리 모양의 장식을 한 배로 10∼20명이

고수의 북소리에 맞춰 동시에 노를 젓는 것이 특징이며, 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에서 인기가 많고 최근 국내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수상 레저

스포츠다.

울산지역 32개사 '수출의 탑' 수상(경제)

제45회 무역의 날을 맞아 울산에 사업자 주소를 둔 32개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하고 유공자 25명이 훈.포장을 받았다.

2일 한국무역협회 울산지부에 따르면 지역 사업자 가운데 해양

플랜트와 열교환기, 산업기계부품 전문제조업체인 성진지오텍㈜이 3억불

수출탑을 수상했고 ㈜세광중공업과 송원산업㈜, 대경기계기술㈜ 등

3개사가 2억불 수출탑, ㈜일성과 호창기계공업㈜ 등 2개사가 1억불

수출탑을 각각 수상했다.

이영산업기계㈜가 7천만불 수출탑, ㈜제이엠씨 등 3개사가 5천만불

수출탑, 한주금속㈜ 등 2개사가 3천만불 수출탑, ㈜세진메탈 등 2개사가

2천만불 수출탑, 진산 선무㈜ 등 2개사가 1천만불 수출탑을 각각 수상

했다.

또 무역유공자로는 현대중공업㈜ 장대식 기장이 동탑산업훈장, ㈜

제이엠씨 김명환 대표와 ㈜한텍 박흥렬 부사장 등 2명이 철탑산업훈장,

현대중공업 김종석 부장이 석탑산업훈장, ㈜유벡 김성열 대표 등 4명이

산업포장을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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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 수준 우주관측망 울산서 준공(교육)

울산대에 전파천문대가 2일 준공돼 한국에 세계 최고수준의 한국

우주관측망이 구축됐다.

울산대학교는 이날 울산시 남구 무거동 캠퍼스내 전파천문대에서

박석재 한국천문연구원장과 김도연 울산대 총장, 박맹우 울산시장,

교육과학기술부 박종구 차관, 일본국립천문대장대행 고바야시 히데유키

(小林秀行) 박사 등이 관계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첨단 우주

관측시스템인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 Korean VLBI Network) 준공식을

열었다.

한국우주전파관측망은 한국천문연구원이 2001년부터 380억원을

들여 서울 연세대, 울산 울산대, 제주 탐라대에 각각 설치한 직경

21ｍ짜리 전파망원경을 통합 운영해 직경 500㎞ 이르는 거대한 전파

망원경의 성능을 구현하는 시스템이다.

이 관측망은 울산에서 한라산 꼭대기에 놓인 쌀의 형태까지 파악할

수 있는 분해능(分解能, resolving power)을 자랑한다.

특히 지구에서 은하 관측의 걸림돌이었던 대기권의 수증기를 보정할

수 있는 높은 주파수(129GHz)를 포함한 4채널(22, 43, 86, 129 GHz)

대역의 주파수를 동시에 채택한 세계 최고의 시스템으로 향후 한국이

은하 관측에서 세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스템은 1∼2개의 채널을 갖춘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전파

망원경 관측망이 X-레이나 돋보기 수준이라면 이 관측망은 CT나 현미경

수준으로 보다 명확하고 심도있는 천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문연은 오는 2011년부터는 일본 관측망과 연계해 직경 2천500㎞급

동아시아 전파관측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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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를 비롯한 3개 대학의 전파천문대에는 은하를 관측하는 직경

21ｍ, 높이 30ｍ의 전파망원경 1개 씩과 은하에서 보내온 신호를 받고

기록하는 수신기와 기록기, 이를 영상화하는 분석기 등을 갖춘 관측동을

각각 1곳씩 갖추고 있다. 울산대 전파천문대는 이날 준공됐고 제주

탐라대는 지난 10월, 연세대는 지난 5월에 구축됐다.

한편 이날 오후 6시부터 세 시간 동안 울산대 전파 천문대에서

한국천문연구원과 울산대 천문동아리 '주피터'가 주관한 한국우주전파

관측망 준공기념하는 별축제가 열린다.

별축제는 이동천문대 차량인 '스타-카(Star-Car)'에서 천체관측을

하고 한국천문연구원 대덕전파천문대 김봉규 박사의 '태양계 천체 및

천문학' 주제 강연도 진행된다. 스타-카에는 260㎜ 반사망원경과 130㎜

굴절망원경, 관측돔 2개 등이 설치돼 있다.

한국천문연구원 전파천문연구부 김효령 박사는 "한국우주전파관측

망의 준공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천문연구 분야의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 관측망은 명확하고 심도있는 은하 관측을 가능하게 해

우주생성의 비밀을 파헤치고 새로운 별을 찾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2월 3일

2008년도 하반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태조사(도시국)

○ 기 간 : 2008. 12. 3～12. 30(37일간)

○ 대 상 : 174개 업체

○ 조 사 자 : 국가산업단지담당외 3명

○ 조사내용

∙ 사업구역 내 토지매입 진행상황

∙ 공사추진사항 및 사업기간내 완료가능 여부

∙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이행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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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3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新産團 분양 시작, 19개사 우선모집(산업)

울산시는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이 입주할 울주군 온산읍 신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3일 시작했다.

울산시는 이날 신일반산업단지 전체부지 240만6천499㎡(자유무역

지역 152만4천452㎡, 일반산업단지 88만2천47㎡) 가운데 자유무역지역

외의 산업시설용지 19필지 44만3천831㎡에 대한 분양계획을 공고했다.

시는 이날부터 10일까지 업체당 1개 필지에 한해 분양신청서를

접수하며, 입주대상 업종은 일반제조업(1차금속, 금속가공, 기계.장비

제조 등)과 메카트로닉스(전자부품, 컴퓨터 등), 생명공학(의료, 정밀,

광학기기 등) 등 첨단의 지식기반 제조업이다.

시는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업체나 외국자본 1천만 달러 이상 신규투자 업체, 수도권에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업체 등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며,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100%, 재산세 5년간 50% 등을 감면하고 공장건축 때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일반산업단지는 현대건설㈜이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와 청량면

용암리 일대에 보상비와 공사비 등 2천400억원을 먼저 투자해 2012년

까지 조성하며, 이 가운데 일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첨단수출

산업을 유치해 울산산업의 다변화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신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계기로 미래 첨단산업과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며 "단지 조성이 완료될 경우 연매출 4조

6천416억원 달성과 신규 일자리 1만3천700여개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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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자해변길에 '관광테마로드' 추진(관광)

울산 북구 무룡산을 통과해 강동 정자해변에 이르는 옛 국도 31호선

일대에 '관광테마로드'가 조성돼 무룡산과 정자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의

명소가 될 전망이다.

3일 북구에 따르면 연암교차로에서 정자삼거리에 이르는 옛 국도

31호선 10㎞ 구간에 다양한 체험관광 콘텐츠를 설치해 이 일대를 '관광

테마로드'로 조성키로 하고 지난 11월 용역을 의뢰했으며 내년 4월께

결과를 받아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2006년 7월 무룡터널을 거쳐 정자해변으로 향하는 국도 31호선

구간이 개통된 뒤부터 기존 구간의 이용량이 극히 저조해지자 옛 구간

일대를 관광자원화해 시민들의 발길을 끌어들인다는 취지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군데군데 고갯길이 많은 이 구간의 특성을 십분 활용해 연령

대별로 즐길 수 있는 '인생테마 고갯길'을 조성하고 각 고갯길에 문헌과

구전으로 전해지는 옛 지명을 붙이는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만들기로

했다.

또 무룡산의 용 전설에 기반을 둔 '용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해변에

이르는 구간까지 전시모형 등의 형태로 설치하고 도로와 인접한 국.공

유지에 관광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관광테마로드 조성은 도로 이용률 증대와 관광객

유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며 "무룡산과 정자해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테마로드가 조성되면 이 일대가 울산의 또

다른 관광 명소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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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회의원 3명, NGO 선정 '국감 우수의원'(정치)

울산 출신의 한나라당 김기현(남을), 정갑윤(중구), 윤두환(북구) 국회

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2008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돼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상을 받았다.

김 의원은 17대 때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국감 우수 의원으로 선정

됐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의 정책을 재조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좋은 평가에 감사하고, 늘

초심을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국민을 섬기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

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감 NGO모니터단은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국정감사

기간에 전문 모니터 요원과 각 분야 전문가인 평가위원들이 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정책의 참신성, 성실도 등을 종합평가해 매년 결과를 발표

하고 있으며 올해는 79명이 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2월 4일

시․도지사 회의(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12. 4(목) 16:00～19:30, 청와대

○ 참석대상 : 38명 (시․도지사, 국무총리, 대통령실장, 각부 장관 등)

○ 주요내용 : 지역 상생발전 방안 토의, 해외순방 결과 및 시․도

건의사항 처리결과 설명

2008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화합의 한마당 행사(복지여성국)

○ 일 시 : 2008. 12. 4(목) 19:00

○ 장 소 : 문수컨벤션센터 베르사이유홀

○ 참석대상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00여명

○ 행사내용 : 표창 수여, 격려사, 화합의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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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4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울산기업 7년만에 최다(경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울산지역에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한 뒤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고용유지 업체수가 7년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울산노동지청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는 고용유지업체수는

2002년 22개사, 2003년 54개사, 2004년 27개사, 2005년 43개사, 2006년

52개사, 2007년 25개사, 2008년 12월3일 현재 69개사로 집계돼 올해

고용유지업체수가 7년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또 올들어서도 1월부터 9월 사이 월평균 신규 고용유지업체수는

3개사에 그쳤지만 10월 들어 7개사, 11월 24개사, 12월 38개사로 크게

늘었다. 이달들어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한 기업체 38개사를 업종별로

분류해보면 자동차업종이 14개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자 8개사,

석유화학 8개사, 건설중장비 6개사, 금속 1개사, 기타 1개사로 나타났다.

자동차 업종에서 고용유지업체가 이처럼 많은 것은 이달들어 현대

자동차 울산공장이 잔업과 주말특근을 중단하고 일부 공장은 정상근무

시간까지 절반으로 줄이면서 생산량을 감축하자 중소 협력업체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울산노동지청은 울산지역 경제와 고용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역

노동시장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는 한편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울산노동시장 위기관리 태스크 포스

(TF)'를 구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매출액 감소 등의 경영 악화로 감원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받는

금전적 지원으로,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기업체 고용

사정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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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옹기 1970년대 전국 최고價에 거래됐다(문화)

1970∼80년대 울산에서 빚어진 옹기가 전국에서 가장 품질이 좋아

최고 가격에 거래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박맹우 울산시장)에

따르면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김재호 교수가 경북 영주에서 지난 30여년간

옹기를 팔았던 한 상인의 장부를 분석해 발표한 '1970-80년대 옹기

상인의 거래장부 분석을 통한 옹기문화지도'라는 학술연구 자료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옹기문화지도에는 옹기상인 김재순(전 오성토기 대표)씨가 1970년대

초에서 1990년대 후반까지 경북 북부지역을 비롯해 울산, 경남, 충북

청원, 충남 연기군 등 전국 40여 곳의 옹기점과 거래한 내역이 오롯이

담겨 있다.

이 지도에는 또 옹기 유통 중심지, 거래량, 가격 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는데 시대별 옹기 유통 중심지는 1970대 중반에는 경북 청송이었다가

이후 울산과 영덕으로 옮겨갔고 옹기 유통이 활발했던 1980년대 이후

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특히 1975년 당시 옹기 가격은 1자리(옹기공장에서 생산하거나

도소매상이 판매하는 옹기의 단위)값이 울산이 870원으로 가장 비쌌고,

영덕 750원, 청송 500원, 영주 300원으로 나타났다. 옹기 거래때 대금

지불 방법도 직불, 후불, 선불 등 다양했으나 울산과 영덕산 옹기는

품질이 좋아 선금을 주고 물건을 미리 예약하거나 현지에서 대금을

곧바로 지불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됐다.

이 밖에 타 지역에 없는 '대(大)자리(대형 옹기)'는 울산에서만 생산

하는 등 당시 울산 옹기가마는 대규모, 대량생산 구조에다 백화점식으로

크고 작은 다양한 형태의 옹기도 생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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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2월 5일

2008년 공무원 외국어 스피치 대회 개최(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2008. 12. 5(금) 14:00, 의사당3층 대회의실

○ 발표 인원 : 10명(영어 5명, 중국어 3명, 일본어 2명)

○ 대회 운영 : 외국어로본인소개및주제발표, Free Talking 질의답변

○ 시상 및 인센티브

∙ 시 상 : 5명(영어 3 : 최우수·우수·장려, 중국어 1, 일본어 1)

∙ 인센티브 : 시상금 지급 및 국외연수기회 우선 제공

2008년 12월 5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제1회 울산 태화강 국제걷기대회' 개막(체육)

'제1회 울산 태화강 국제걷기대회'가 5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6일과

7일까지 사흘간 울산 도심의 생태하천인 태화강 일원에서 열린다.

울산시와 (재)울산광역시걷기연맹이 공동 주최하고 울산여성신문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울산거주 외국인과 시민, 전국 걷기 동호회 회원 등

5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태화강 둔치와 태화교 로얄예식장, 강변, 대숲공원 등 태화강을 일주

하며 걷는 이번 대회는 6일에는 5㎞와 10㎞의 단거리 걷기, 7일에는

20㎞와 30㎞의 장거리 걷기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앞서 5일에는 문수 컨벤션센터에서 부채춤과 민요공연, 세계의

의상쇼, 외국인 장기자랑 등으로 꾸며진 전야제인 '친교의 밤' 행사가

열린다. 이와 함께 대회기간에는 태화강 대숲공원 일원에 2009년 세계

옹기 엑스포 홍보부스, 태화강설치미술제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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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7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선암수변공원 '아름다운 화장실' 장관표창(문화)

울산시 남구는 행정안전부와 문화시민중앙협의회 등이 공동주최하는

'제10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에서 남구의 대표적인 수변공원인

선암수변공원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발전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 상은 2002년 월드컵 대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발전을

위해 지난 1999년 제정된 것으로, 아름다운 화장실에 주어지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선암수변공원 화장실은 부지면적 1천200여㎡, 건축

면적 180여㎡의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인 공중화장실과 관리사무실이 들어서 있다.

남구는 고래특구로 지정된 남구에 걸맞게 배와 함께 유영하는

고래모양으로 지어진 선암수변공원 화장실이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어울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2월 8일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점검(감사관실)

○ 기 간 : 2008. 12. 8 ~ 12. 19(10일간)

○ 점 검 반 : 조사담당외 4명

○ 대 상 : 관내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업무 전반

○ 점검내용

∙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설계 및 계약의 적정성

∙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등 사후 관리실태

∙ 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 공사 추진실태



2008 울산종합일지  ● ● ●

600╻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 

동절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안전점검(환경녹지국)

○ 기 간 : 2008. 12. 8 ~ 12. 12

○ 대 상 : 성암소각장 및 성암․온산․삼산매립장

○ 주요내용

∙ 화재예방 발생원 점검 소방시설 운영상태

∙ 절개지 토사유출 붕괴 등 구조물(옹벽․석축) 안정성 여부 전반

※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안전관리도 강화,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2009 문화예술진흥장려사업 공모(문화체육국)

○ 공모기간 : 2008. 12. 8 ~ 12. 19(12일간)

○ 공모분야 : 문학․음악․미술․연극․전통문화 등 8개분야단체․개인

○ 지원내용 : 단체 3백만원 ~ 20백만원, 개인 2백만원 ~ 5백만원

※ 총사업비 : 문예진흥기금 620백만원(중앙 310, 시 310)

○ 사업확정 : ‘09. 2월(사업운영 : ‘09. 3 ~ 12월)

부산~울산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울산 톨게이트 이전(교통건설국)

○ 일 시 : 2008. 12. 8(월) 14:00

○ 이전지 : 굴화 장검지역(신복로터리 1.54km지점, 현행 8.76km지점)

※ 부산～울산고속도로 개통식

∙ 일 시 : 2008. 12. 29(월) 14시

∙ 장 소 : 장안휴게소 부산방면

∙ 참석자 : 국토해양부장관 등 500여명

- 국토해양부 개통계획 확정 후 별도 보고(시장님 참석여부 등)

○ 주 관 : 한국도로공사 경남본부 울산지사



● ● ● 2008. 12월 주요수록 안내

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601

2008년도 소방시설 관련업체 지도점검(소방본부)

○ 기 간 : 2008. 12. 8 ~ 12. 12(5일간)

○ 대 상 : 117개소(소방시설공사업 74, 방염처리업 12, 기타 31)

○ 점 검 반 : 4개반 8명(소방본부 4명, 소방서 4명)

○ 점검내용

∙ 등록기준 미달․등록증 대여행위와 기술인력의 적정 여부

∙ 무검정 소방용 기계기구 사용 등 기타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확인

육용오리 사육농장 AI 검사(보건환경연구원)

○ 기 간 : 2008. 12. 8 ～ 12. 17

○ 대 상 : 20수 이상 사육농가

※ 1차 21농가 880점 검사결과 HPAI 음성

○ 시료채취 : 축사별 인후두 swab 및 분변 각 20점

○ 검사방법 : AI 바이러스 검사(종란 접종법)

2008년 12월 8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신일반産團 내 '자유무역지역' 지정(산업)

울산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자유무역지역'이 마침내 이뤄졌다.

울산시는 8일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가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와

청량면 용암리 일대에 조성중인 신일반산업단지 내 129만7천482㎡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2001년 '울산산업발전계획'에 자유무역지역 지정

계획을 반영하면서부터 추진한 지 8년만의 결실로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지역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유치로 미래의

성장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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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하고 생산, 물류, 지원,

공공시설용지로 나눠 관련 시설물을 배치하며, 특히 생산시설에는 일반

제조업(조립금속, 전기전자 등)과 첨단지식기반제조업(메카트로닉스,

생명공학 등) 중심의 40여개 수출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환급이나 유보,

저렴한 임대료,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제감면, 건축허가와 공장설립허가

및 외국인 투자신고 원스톱 행정서비스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내에서만 생산유발 2천76억원원, 임금유발

282억원, 고용유발효과 1천45명이 발생하고 전국적으로는 생산 유발

3천833억원, 임금유발 530억원, 고용유발 1천953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비는 2천607억원으로 이 가운데

70%인 1천825억원은 국비로 지원하고 30%인 782억원은 울산시가 부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새로운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돼 미래를 위한 투자기반을 마련했다"며

"기존산업과 연계하고 항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자유무역지역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최고의 국제산업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삼성SDI울산공장 38년만에 첫 집단휴가(경제)

경기침체의 여파로 삼성SDI 울산공장이 연말.연시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회사 창립 이래 38년만에 처음으로 11일간의 집단휴가에 들어간다.

8일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삼성SDI 울산공장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울산공장 전체 근로자 1천500여명중 주력 생산품인

PDP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 1천여명이 집단휴가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이 기간 PDP 생산은 전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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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울산공장은 브라운관을 생산하던 생산라인에서 PDP를 제조

하는 생산라인을 교체해 2년전부터 PDP를 본격적으로 생산해왔다. 삼성

SDI 울산공장의 근로자가 이처럼 경기침체 여파로 인해 집단휴가에 들어

가는 것은 이 공장이 설립된 1970년 이후 38년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PDP 생산라인 중 마지막 공정에서 일하는 나머지 300여명의

근로자와 일부 사무직, 일반직은 정상적인 납품업무 등을 위해 평소대로

근무하게 된다고 삼성SDI 울산공장측은 밝혔다.

울산공장과 함께 천안공장의 생산라인 일부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 천안공장도 오는 19일부터 전체 14개 생산라인 가운데 3∼4개

생산라인이 중단되고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더 많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장의 생산라인이 전면 중단될 경우 이는 1996년 천안공장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2월 9일

공무원 연구과제 평가 및 제안 심사(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12. 9(화) 14:00, 대회의실

○ 참석대상 : 80여명 (기획관리실장 등 심사위원 5, 연구팀원 등)

○ 평가대상 : 하천접근성 개선방안 연구 등 15개 과제(지정 3, 자유 12)

○ 결과조치 : 우수 연구성과 시정 접목,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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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무역의 날』기념식(경제통상실)

○ 일시․장소 : 2008. 12. 9(화) 17:30~19:30, 롯데호텔

○ 참 석 : 170여명(수출의 탑 수상자, 수출유관기관장 등)

○ 행사내용

∙ 수출의 탑 전수, 정부포상자 및 시장 표창패 수여

∙ 2009년도 통상지원시책 소개, 영상물 상영 등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한국무역협회 울산지부

메세나 자매결연 협약식 및 만남의 장 개최(문화체육국)

○ 일시․장소 : 2008. 12. 9(화) 11:00 ~ 13:00, 롯데호텔 2층크리스탈볼룸

○ 참석인원 : 200여명(기업체, 문예단체관계자, 메세나추진위원 등)

○ 주요내용 : 자매결연 협약서 체결(12개기업․단체), 축하공연, 오찬

2008년 12월 9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알뜰살림', 올 예산 898억원 절감(행정)

울산시가 올해 알뜰한 살림살이로 예산 절감에 나선 결과 총 898

억원을 절약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월말까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64억원, 계약심사제를 통해 100억원, 체납세 징수와 세외수입 확대

137억원, 각종 사업 효율화를 통해 597억원을 각각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공사와 용역을 발주하기에 앞서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는

계약심사제를 도입해 올해 258건을 심사하고 공사에서 70억5천만원,

용역에서 24억5천만원, 설계변경에서 2억1천만원, 물품구매 및 제조

분야에서 3억4천만원 등 모두 100억7천900만원을 절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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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경우는 신항만배후도로 확장비 3억원과 문화예술 회관

증축비 1억2천500만원, 동서오거리∼야음주공아파트 도로 확장비 1억원을

각각 아꼈다.

이와 함께 각종 사업의 계획단계 에서 예산절감 및 효율화 방안을

찾기 위해 대형 건설사업장의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문현삼거리 우회도로 확장공사와 태화강 준설모래 처리,

산업단지 공사현장 토사 반입 등에서 많이 절감하거나 새로운 수익을

창출했다.

문현삼거리 우회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당초 블록식 옹벽을 설치

하려 했으나 친환경적인 목재데크로 바꾸면서 총사업비 24억8천만원

가운데 13억7천만원을 절감했고 길천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는 성토용

흙을 인근 경부고속철도 공사현장에서 돈 들이지 않고 가져와 사업비

890억원 가운데 208억원이나 아꼈다.

또 태화강 준설사업에서 나온 모래와 자갈을 선별해서 매각대금과

운반비 등 46억9천600만원을 벌어들이거나 절감했고 도심외곽도로

보도 설치방법을 개선해 2억9천만원, 지능형교통체계 운영에 따른

교통정보를 팔아 9천600만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예산절감 목표가 805억원이었는데 11월말에

벌써 112%를 달성했다"며 "내년에도 성암생활폐기물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 판매 등 수익창출과 예산절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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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기업체 기부'↓ '개인 기부'는↑(사회)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울산지역의 '개인 기부'는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세밑 인심을 다소나마 훈훈하게

하고 있다.

9일 굿네이버스 울산지부에 따르면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도

올 11월 현재까지 모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천955만5천원

(3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소액을 꾸준히 기부하는 개인 후원자들이 대다수인 단체 특성상

이 같은 모금액 증가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굿네이버스는 보고 있다.

굿네이버스 관계자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의 사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도 기부가 줄지 않는 것

같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목표모금액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듯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를 집중 모금기간으로 잡고 있는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역시 9일 현재 기업 기부는 예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반면 개인 기부액은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사정은 비슷하다.

울산공동모금회에 따르면 개인 기부액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800만원에서 올해에는 1천300만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특히 일선 학교

등에서 모여 들어오는 기부금이 지난해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반면 기업의 기부액은 1천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천100만원

보다 다소 감소했으며 각종 사회.공공단체들의 기부액은 지난해 3천만원

에서 올 12월 현재 6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아직 12월 초인 만큼 연말과 연초에 기업들

로부터 기부금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아무래도 최근

경기가 몹시 나쁘다 보니 예전처럼 기부에 적극 나서려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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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단체․개인 13곳 '메세나운동 자매결연'(문화)

울산시는 9일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박맹우 시장, 윤명희

시의회 의장, 메세나 추진위원, 문화예술단체장, 자매결연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메세나 운동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여한 기업체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등 5개 기업, 중앙병원 등 4개 병.의원, 농소농협 등 2개 금융기관, 울산

로타리클럽 국관송 회장 등 개인사업자 2명 등 총 13개 기업(단체 및

개인)이며, 극단 '무(회장 전명수)' 등 14개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했다.

자매결연 협약식에서는 기업은 자매결연 문화예술단체의 문화공연,

전시활동 지원 등을 통해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문화예술단체는

자매결연 기업과 함께하는 문화마당 운영과 문화예술 공연행사를 통해

기업의 문화적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자매결연 기간은 결연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으며 사후평가도 실시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현대차의 경우 이날 울산문화예술모둠(연극), 문화예술평의회 무용

연합회(무용) 등 2개 단체와 자매결연해 앞으로 공연티켓 구매 및 행사비

지원 등을 통해 매년 단체당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후원하게 된다.

이들 문화예술단체는 현대차 생산현장내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통해 소속 근로자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자매결연은 예술단체 위주에서 벗어나

문화원, 기념사업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했으며, 후원단체도 기업

위주에서 병원, 단체 개인까지 확산돼 메세나운동이 점차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시작된 울산메세나 운동은 지난해

SK에너지 등 5개 기업과 올해 3월 자매결연을 한 16개 기업이 지역의

19개 문화예술단체를 후원, 41회에 걸친 각종 문화예술공연을 추진

하면서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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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2월 10일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관련 협의(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12. 10(목) 14:00, 부산시의회 중회의실

○ 참 석 : 16명 (3개 시도 공무원 및 연구원 12, 산업연구원

지원팀 4)

○ 주요내용 :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관련 의견교환 등

○ 주 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연구원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팀)

지방예산 절감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석(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12. 10(수) 14:00,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

○ 참석대상 : 100여명 (심사위원, 일반국민,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

※ 특별교부세 3억 수상(‘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부문 우수)

2008년 환경대상 시상식(환경녹지국)

○ 일시․장소 : 2008. 12. 10(수) 18:00, mbc 컨벤션센터

○ 참 석 : 200명 (유관 기관장, 기업체, 환경단체,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2008년 환경대상 시상 (대상 1, 우수 1, 장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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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0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태화강 생물種 방사보 철거로 다양化(환경)

울산 태화강 하류의 방사보를 철거한 후 강의 생물종이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발전연구원에 맡겨 지난 2006년 4월

태화강 하류의 방사보를 완전히 철거한 후의 생태․수질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물의 종이 크게 늘어나고 이동성이 증가했으며,

수질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태화강 방사보는 1987년 강의 토사가 울산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촌교 하류에 길이 600ｍ, 폭 0.6ｍ, 높이 1ｍ로 설치했다가

1997년과 1998년에 중간지점에 각각 40ｍ씩 철거했고 2006년 4월에는

완전철거 했다.

이후 강 하류(태화교∼삼호교)의 조류가 완전철거 전 20종에서

23종으로, 하류 명촌교 주변 어류는 9종에서 20종으로, 같은 지점의

실지렁이 등 무척추동물은 2종에서 9종으로 각각 늘어났고 연어의

회귀는 2005년 67마리이던 것이 2006년 80마리, 지난해 85마리로 증가

했다. 태화교 주변 수질(BOD)은 2005년 4.0㎎/ℓ이던 것이 2006년 3.7㎎/ℓ,

2007년 2.0㎎/ℓ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방사보 상류 명촌교 지점의 토사는 완전철거 전 1만7천637㎥

이던 것이 1만7천373㎥로 줄고 하류 울산항 입구의 토사는 2만7천959㎥

에서 2만9천570㎥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방사보 철거와 시의 생활오수 차단, 퇴적물 준설 등

으로 태화강의 생태 및 수질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며 "다만 울산항의

토사유입이 증가한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준설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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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2월 11일

수돗물평가위원회 선진수도시설 견학(상수도사업본부)

○ 기 간 : 2008. 12. 11 ~ 12. 12(1박2일)

○ 장 소 : 밀양댐, 양산원동취수장, 낙동강하구언 등

○ 참여인원 : 14명(위원6명, 공무원8명)

○ 견학내용 : 선진수도시설 벤치마킹, 청정수원 확보방안 검토 등

2008년 12월 1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내년 1인당 市稅 7% 증가, 76만4천원(행정)

경기침체가 가속되는 가운데 울산시민들이 내년에 부담해야 하는

시세가 7% 늘어나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전망이다.

11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당초예산 2조5천980억원 가운데 시세는 8천475억3천100만원으로 시민

1인당 부담액이 올해 71만4천원보다 5만원이 늘어난 76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시세는 지난 2006년 56만6천원, 2007년 61만1천원, 올해 71만4천원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재정자립도는 59.2%로 지난 1997년 광역시 승격후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재정자립도는 광역시로 승격하던 지난 1997년 87.4%이던 것이

이듬해 70%대(78%)로 떨어졌고 2002년에 60.7%로 떨어진 후 2003년

67.5%, 2004년 65.8%, 2006년 60%, 2007년 63% 등 줄곧 60%대에서

오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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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은 지방세 수입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국비로 충당하는 의존재원이 올해

당초예산 기준 4천393억원에서 내년에 6천46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크게 늘어 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침체의 여파가 심각한 가운데 시세

부담액이 늘어나 서민생활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시가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재정자립도는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11월 실업률 4.5%, 두달째 전국 최고(경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울산지역 실업률이 두달째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일 통계청 울산출장소가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울산지역

실업자 수는 2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4천명 보다 1만1천명

(83.7%) 증가했다.

실업률은 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증가폭도 지난해 동월과

비교했을 때 전국에서 가장 높은 2.0%포인트를 기록했다.

10월 실업률과 증가폭도 각각 4.2%와 1.8%포인트를 나타내 전국

에서 가장 높아 두달 연속으로 실업률과 증가폭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52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천명

(1.2%) 증가했으며, 지난달 보다는 4천명(-0.8%) 줄어들었다.

통계청 울산출장소 한경희 담당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울산지역내

기업체의 폐업과 근로자 해고, 퇴직 등이 늘어나면서 울산 실업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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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울산시 '법질서 확립' 협력 약속(행정)

법무부와 울산시는 11일 시 행정지원국장실에서 '법질서 확립 업무

협약'에 가서명했다.

양 기관은 법무부 백방준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과 울산시 이기원

행정지원국장이 가서명한 협약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와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질서 확립운동을 공동 추진

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법질서 지키기 환경조성, 일관된 법 집행을 위한 각종

정책추진, 선진노사문화 정착 등 현장중심의 과제발굴 추진, 시의 법

집행인프라 강화, 공동캠페인 전개, 모범사례 발굴 전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시는 조만간 본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2월 12일

교향악단 특별공연『2008 송년음악회』(문화예술회관)

○ 일시․장소 : 2008. 12. 12(금) 19:30, 대공연장

○ 출 연 : 지휘 김홍재, 임재홍(바이올린), 김수연(소프라노),

박현재(테너) 외 95명

○ 공 연 내 용 : 클린카 서곡 “루슬란과 루드밀라”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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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2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신항 배후도로 8.3㎞ 2011년 준공(건설)

울산시는 울산신항 개항에 맞춰 항만물동량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배후도로를 신설 및 확장할 계획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11년 울산신항(20선석 규모)이 개항함에

따라 내년부터 개항 때까지 774억원을 들여 남구 부곡동∼용연동

신항입구에 이르는 길이 8.3㎞, 폭 25∼35ｍ(왕복 4∼6차선)의 배후

도로를 신설 및 확장할 방침이다.

시는 또 신항 가운데 6선석 규모의 컨테이너터미널이 내년 7월1일

우선 개장함에 따라 배후도로 구간 가운데서도 현재 폭이 좁아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SK케미컬 입구 등 800ｍ를 내년 상반기에 먼저

확장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신항은 총 20선석 규모로 오는 2011년 개항하며, 이

가운데 컨테이너터미널(컨테이너 4선석, 광석부두 2선석)은 내년 7월

우선 개장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항만배후도로는 현재 일부 구간은 없고 일부는

좁아 신설과 확장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며 "내년에 기존 병목구간

부터 먼저 해소하고 신항 개장에 맞춰 준공하면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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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4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내년 국비예산 올해보다 1조원↑(행정)

울산시는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시 국가예산이 2조 4천

703억원으로 지난해의 1조4천686억원보다 68.2%(1조17억원) 늘어났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책사업 예산으로는 ▲울산과학기술대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 400억원 ▲울산 신항만 건설 1천265억원 ▲경부고속철도 건설

1조4천309억원 ▲부산~울산 복선전철화 사업 1천484억원 등 1조9천

299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1조512억원)보다 8천787억원 증가한

것이다. 또 ▲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525억원) ▲2단계 지역산업

진흥사업(309억원) ▲용암 폐수종말처리장 건설(250억원) ▲성암 생활

폐기물매립장 확장 및 소각장 증설(110억원) 등의 사업에도 지난해보다

1천230억원 늘어난 5천404억원의 국고보조금이 확보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국가예산 확보로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과 국책사업이 크게 활기를 띨 전망"이라며 "지역 국회의원

들과 수시로 접촉하고 예산안 심의기간에 국회 상주팀을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말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2월 15일

2008 음식물류 폐기물 운영실태 분석(환경녹지국)

○ 기 간 : 2008. 12. 15 ~ ’09. 1. 14 (1개월)

○ 분석대상 : 2008. 1월 ~ 12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태

○ 주요내용 : 폐기물 발생 및처리, 종량제 시행이후성과분석 등 전반

○ 분석결과 활용 : 2009년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수립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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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화학센터~제2다운초교간 도로 개통식(종합건설본부)

○ 일 시 : 2008. 12. 15(월) 11:00

○ 장 소 : 다운터널 앞(정밀화학센터 쪽)

○ 참석대상 : 100여명(초청인사, 공사관계자, 주민 등)

○ 주요내용 : 경과보고, 테이프 절단, 현장 시주

〈 사업개요 〉

∙ 규 모 : 도로개설 L=770m, B=20m(터널 235m)

∙ 공사기간 : ‘07. 4. 10 ~ ’08. 11. 30

∙ 사 업 비 : 20,000백만원(공사 16,500, 보상 2,625, 기타 875)

2008년 12월 15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항만공사 이채익 사장 취임(사회)

이채익(53) 울산항만공사(UPA) 제2대 사장이 15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울산항만공사는 이날 오전 울산시 남구 신정동 울산항만공사 건물

에서 96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 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울산항만공사를 작지만 가장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라며 "이를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으로

경제성에 입각한 공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사장은 이어 "현재 항만업계의 경쟁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라며 "조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조직의 힘과 원리로 발전하는 항만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앞서 '정당의 당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항만공사법의

임용 규정에 따라 한나라당 울산시 울주군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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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역발전정책 후속조치 필요"(경제)

울산시는 15일 정부의 제2단계 지역발전 정책에 대해 일단 환영

하면서도 빠르고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재정기반 확충, 지방기

업에 대한 입지여건 개선과 세제지원, 초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성장

거점 육성, 지역 중심산업 지원 정책을 제시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가시화해서 확실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지방의 자주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

소비세 도입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하기로 한데 대해서는 "자치

단체들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은 환영하지만 제도도입 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태화강과

같은 국가하천은 제외됐다"며 "향후 국가하천에 대해서도 생태계 복원

이나 제방보강, 중소규모 댐 건설, 홍수조절지 설치, 비상 급수용 친환

경보 설치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북부경찰서 신설, 예산삭감으로 '제동'(행정)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초 정부 예산안에 추가로 편성된

울산 북부경찰서 신설 예산이 예산 확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청사

신설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15일 한나라당 정갑윤(울산 중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1월 국회

행안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경찰청 일반회계에 '청사 신설'

용도로 신규 편성된 북부경찰서 토지매입 예산이 지난 12일과 13일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치면서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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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측은 "신규사업으로 둘 경우 앞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예결위에서 논의가 있었다"며 "예산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경찰서 신설은 직제개편과 맞물리기 때문에

일단 개편을 먼저 한 뒤 청사를 짓는 쪽이 낫다는 논리를 폈다"고 전했다.

정 의원 측은 "이번 경찰서 신설 예산이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상임위에서 뒤늦게 추가된 탓에 삭감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에는 당초 정부 예산안에 신설 예산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준비

하라고 경찰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5개 구.군 가운데 북구에만 관할 경찰서가 없어

중부서와 동부서가 나눠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산업단지 확대,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치안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관할 경찰서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2월 16일

울산발전 미래전략 국제 세미나 개최(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12. 16(화) 14:00,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2층)

○ 참석인원 : 200명 정도 (교수 및 관계전문가, 기업인, 언론인 등)

○ 주요내용 : 주제발표(『울산의 미래 비전 설정과 전략 수립』)

및 토론

∙ 국제도시 간 경제협력 추진방안 (김학수 전 UNSECAP 사무총장)

∙ 에코폴리스울산의향후과제(요시히로나토리유엔대학수석연구위원)

∙ 글로벌지식기반 산업도시육성(조나단스트랜드네바다주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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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7차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행정지원국)

○ 일시․장소 : 2008. 12. 16(화) 14:00, 3층 상황실

○ 참석위원 : 7명

○ 주요안건 : 4건(지방세법상 감면사항 취득세 추징 정당여부 등)

2008년 울산광역시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개최(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2008. 12. 16(화) 11:00, 가족문화센터

○ 참여인원 : 여성자원봉사 회원 500명

○ 행사내용 : 유공자 표창(장관 4, 시장 5, 시의장 3, 여성자원봉사

회장 4), 대회사, 격려사, 결의문 채택, 화합의 장 등

○ 주 최 : 울산광역시 여성자원봉사회(회장 송은주)

제13차 동남권 신공항 실무추진협의회 개최(교통건설국)

○ 일시․장소 : 2008. 12. 16(화) 15:00, 교통관리센터 회의실

○ 참 석 : 20명(국토해양부, 영남권 5개시도 담당과장․담당자 등)

○ 주요내용 : 신공항개발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용역(‘08. 3～’09. 9)에

대한 논의 및 향후 일정 협의 등

제7회 울산광역시 안전문화대상 시상식(교통건설국)

○ 일 시 : 2008. 12. 16(화) 11:00

○ 장 소 : 문수컨벤션센터(르부르홀)

○ 참 석 : 100여명(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체 등)

○ 내 용 : 안전문화대상 시상

∙ 대상 1명(울산광역시장상), 우수상 4명, 특별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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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기 가축전염병 예찰협의회 개최(보건환경연구원)

○ 일 시 : 2008. 12. 16(화) 10:00

○ 장 소 : 축산회관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소재)

○ 참 석 자 : 14명 (축산관련 공무원 6명, 축산관련 단체장 8명)

○ 내 용 : 가축방역사업 추진현황, 가축질병 발생현황 분석 등

2008년 12월 16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택시기사 체육복 입으면 안돼요"(교통)

울산의 택시 운전자들은 체육복이나 반바지를 입으면 안된다.

최근 택시 친절운동을 벌이고 있는 울산시는 16일 '택시운수종사자

복장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의 기준에 따르면 상의는 넥타이를 맨 지정복장을 원칙으로 하고

단색 와이셔츠를 인정하지만 티셔츠나 체육복은 입을 수 없으며, 하의는

면바지나 정장바지를 원칙으로 하되 청바지를 인정하고 체육복이나

반바지 착용은 금지한다.

신발은 구두와 운동화를 원칙으로 하지만 여름철에는 샌들을 인정

하되 슬리퍼는 신지 못한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일반택시 2천207대와 개인택시 3천582대 등 모두

5천789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시는 수시로 복장점검에 나서

위반자는 개인과 운수회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들어 택시가 실천해야 할 5가지(승하차 때 인사하기,

복장단정, 차내청결, 친절한 길안내, 안전운전)와 하지 않아야 할 5가지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콜택시 호출거부, 분실물 미반환, 친절) 등

'택시친절 5Y5N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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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울산시 안전문화대상'에 대한유화공업(산업)

한국산업안전공단 울산지도원은 16일 울산시 남구 문수컨벤션센터

에서 2008 울산시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을 갖고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대한유화공업㈜(대표이사

이선규)을 '2008년도 울산시 안전문화대상' 영예의 대상으로 선정, 시상했다.

울산산업안전공단이 올해로 7년째 주관해온 이 상은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사회전반에 안전생활 실천의지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안전문화 대상 및 우수상,

특별상 수상자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울산석유화학단지내 위치한 대한유화공업은 그동안 인명존중의

안전 조업, 안전 문화 정착 등을 현장에서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밖에 분야별 수상자를 보면 우수상은 조성래 울산지방경찰청

경사(교통안전), 강영기 백양초등학교 교장(학교안전), 이영분 녹색

어머니회장(생활안전), 옥창호 한국115무선봉사단 울산지부장(공공안전),

특별상은 ㈜효성용연 1공장이 각각 선정됐다.

울산 '서생자연배단지' 전국 최우수상 수상(경제)

울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상)는 농촌진흥청 주관의 '탑프루트

프로젝트 및 과수 종합 평가회'에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의 서생자연

배단지가 최우수상인 농림식품부장관상(시상금 200만원)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생자연배단지(회장 김진해)는 2006년에 이어 또다시 같은 평가회

에서 최우수단지상을 수상하게 돼 배 과종에서는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배주산지임을 입증했다고 센터측은 설명했다.

8개 농가(경지면적 16.8ha)의 서생자연배단지는 농촌진흥청의 현지

심사결과에서 과원관리(가지치기, 배수, 경영.자금관리, 공동구매)와 생

산된 배의 당도, 경도(씹히는 맛), 과피 미려도(착색도) 등의 품질분야

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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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울산배가 최고의 배주산지로 인정을 받은

만큼 이를 발판으로 농산물의 개방화 시대에 세계 어디에서도 경쟁력

있는 명품 울산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평가회에서 대통령상인 대상에는 경북 영주의 참사과

사랑단지가, 최우수상에는 울산 서생자연배 단지와 함께 충북 영동의

한천포도단지 등 4개 단지가, 농촌진흥청장상인 우수상에는 경북 충주의

노상사과단지 등 11개 단지가 각각 선정됐다.

울산과기대, 첫 수시모집 '특목고 30.3%'(교육)

국내 첫 국립대학 법인으로 내년 3월 개교하는 울산과학기술대

(UNIST.총장 조무제)가 내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에서 '대박'을 터뜨렸다.

울산과기대는 16일 수시모집 등록을 마감한 결과 350명 모집에

336명이 등록을 마쳐 96%의 높은 등록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등록 학생의 출신고교별로는 과학고 출신 90명, 외국어고 출신 16명 등

특목고 출신이 106명으로 전체 등록 인원의 30.3%를 차지했다.

울산과기대는 수시 모집에서 충원되지 않은 학생은 정시 모집으로

넘겨 추가로 선발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대학 4년간 모든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기당

1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전폭적인 신입생 지원책을 폈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상위 10% 학생에게는 해외 명문대 유학 시 유학경비를 지원

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교수 우선채용 등의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도 우수 인력을 끌어들이는 주 요인으로 학교 측은 평가했다.

울산과기대는 무전공 입학제를 채택해 1학년은 기초과정만 이수하고

2학년 때부터 학생수 제한없이 원하는 학과에 진학이 가능하며, 전 학생이

2개 전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전 과목 강의가 영어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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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2월 17일

자체평가위원회 개최(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12. 17(수) 11:30, 상황실

○ 참석대상 : 19명 (기획관리실장 등 당연직 6, 위촉직 13)

○ 주요내용 : 2008 종합성과평가 결과 심의 및 시정평과 관련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등) 의견수렴

「울산자유무역지역」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경제통상실)

○ 일시․장소 : 2008. 12. 17(수) 10:00, 울산발전연구원 회의실

○ 주제발표 (2명)

∙ 울산자유무역지역의 개발방향과 정책과제 (경제통상실장)

∙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개발사례 및 시사점 (마산자유무역관리원장)

○ 지정토론 (7명)

∙ 개발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김성칠 지경부 입지총괄과장)

∙ 개발과정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박재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지정으로 인한 국․내외 파급효과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 국내 타지역과의 경쟁우위 확보방안 (강영훈 울발연 연구실장)

∙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

∙ 기업유치 확대방안 (박종근 상의 부회장)

∙ 신항만과 연계방안 (임문택 항만공사 본부장)

○ 회의진행 순서 : 인사말, 주제발표, 지정 및 종합토론

○ 주최․사회 : 김기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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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도시국)

○ 기 간 : 2008. 12. 17. ~ 12. 20

○ 근 거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제4조

○ 점 검 반 : 도시계획과장 외 3명

○ 점검대상 : 개발제한구역(271.239㎢)

○ 주요 점검사항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실태

∙ 단속원 근무상황 및 관리시설물 정비실태

∙ 주민지원사업 추진실태 등

2008 의용소방대 활동보고회 개최(소방본부)

○ 일 시 : 2008. 12. 17(수) 17:00

○ 장 소 : 목화뷔페 7층 연회장(남구 달동 소재)

○ 참석인원 : 278명(의용소방대원 256명, 소방공무원 22명)

○ 주요내용

∙ 2008 활동실적 분석 및 수범사례 발표, 부진한 점 개선방안

∙ 우수대 및 모범 의용소방대원 시상

2008년 12월 17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공무원들 회식 '문화․레저형'으로 변모(사회)

울산시 공무원들의 부서별 모임이 경기위축의 영향으로 술자리 위주에서

점차 벗어나 문화, 스포츠, 레저 즐기기 형식으로 바뀌고 있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와 구군의 부서별 문화회식 실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올들어 80여개 부서에서 모두 90여차례에 걸쳐 각종 문화

공연 및 영화 관람과 등산, 스포츠 등을 하며 모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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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것은 문화공연 관람으로 시 건축주택과의 가족음악회

관람, 도시계획과의 뮤지컬 '남해찬가' 관람, 기획관리실의 뮤지컬 '태화강'

관람, 도시개발과의 행복콘서트 관람 등 모두 32차례에 이르렀다.

다음은 등산으로 시 국제협력과와 농축산과, 회계과, 환경정책과,

보건위생과, 문화예술과, 중구 지방세과 등이 22차례나 실시했고 시

도시계획과와 경제 정책과, 계약심사과, 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 북구

총무과 등은 축구와 족구 등 스포츠 모임을 20차례 가졌다. 또 시

정보화담당관실과 문화예술과, 동구 지역경제과 등은 16차례나 '미인도'와

'신기전' 등의 영화를 단체로 관람했고 일부는 가볍게 생맥주를 곁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공무원의 회식은 1차 고기 위주의 식당,

2차 노래방 등 음주가무 위주였다"며 "올들어 경제가 어려운데다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회식문화 개선운동을 벌인 결과 회식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동북亞 경제협력 상향적 방식으로 진행해야"(경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은 지방정부와 민간을 통한 상향적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울산발전연구원이 16일 울산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울산발전 미래전략 국제세미나'에서 김학수 전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

사회위원회 사무총장은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을 향한 움직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동북아 경제통합을 위해 울산시 등 동북아자치단체

연합(NEAR) 가입 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동북아시아 각국은 역사적 잔재나 적대감, 분쟁

등이 여전히 만연해 중앙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공백을 지방정부와 민간부분에서 채운다면 혁신적 경제통합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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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상향적 방식의 경제통합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동북아자치

단체연합에 참가하고 있는 단체(울산 등 6개국 60여개 광역단체)가

기여해 국가를 포괄하는 '동북아국가연합'이나 '동북아지역협력연합'

등을 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요시히로 나토리 유엔대학고등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하여 - 일본 기타큐슈에서 배우다',

조나단 스트랜드 미국 네바다주립대 교수가 '지역경제 발전의 다각화

- 라스베이거스의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현대重-여성부 '여성친화 기업문화' 협약(사회)

현대중공업과 여성부가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은 17일 울산시 동구 전하동 울산 본사에서 최길선

사장과 변도윤 여성부장관, 박맹우 울산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기업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측은 여성 인재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이 협약을 통해 출산과 육아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여성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 유휴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활용해 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협약 내용을 보면 현대중공업은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과 여성

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모성보호와 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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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성부는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 정책 추진과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이날 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협약식 후 현대중공업의 선박 건조 현장

등을 돌아보며 산업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을 격려

했다. 현대중공업 여성 근로자 전체 임직원 4만7천여명(사내 협력사

포함)중 3천700여 명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여성부와의 여성친화기업 협약에 앞서 지난 11월

울산광역시와 '여성 일자리 제공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2월 18일

「URIGO 2030」성과보고회(경제통상실)

○ 일시․장소 : 2008. 12. 18(목) 10:40, 자동차부품혁신센터

○ 참가인원 : 산학연관협의회 위원, 기업체, 연구소 등 200여명

○ 행사내용

∙ 제1부 (10:40) : 주요시설 투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현판식

∙ 제2부 (11:20) : ‘URIGO 2030’ 총괄 보고, 협약체결 등

∙ 제3부 (13:30) : 연구개발성공사례 및 R&D 우수과제 발표

공원녹지기본계획 자문위원회 개최(환경녹지국)

○ 일시․장소 : 2008. 12. 18(목) 15:00, 척과 소재 하늘풍경 회의실

○ 참여인원 : 15명 (시의원 3명, 전문가 10명, 관계공무원 등)

○ 자문내용

∙ 장기 도시녹화 및 관리 방안

∙ 공원녹지 배치, 보전 등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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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제5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회 개최(교통건설국)

○ 일시․장소 : 2008. 12. 18(목) 14시, 3층 상황실

○ 참 석 : 심의위원 8명(소위원회)

○ 심의안건 : 2건

∙ 온산국가산업단지 강양․우봉 2지구 조성사업

∙ 울산국가산업단지(용연~청량IC) 연결도로 개설공사

○ 설계자문 : 1건

∙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2008년 12월 18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동남경제권' 울산계획 세울 TF 구성(행정)

울산시는 18일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따른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을 앞두고 시의 자체계획을 먼저 세우기 위한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19일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총괄 5명, 경제

산업 12명, 교통도시 10명, 환경 8명, 문화관광 6명, 구.군 7명 등 모두

6개반 48명의 TF를 구성하고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반영할 시

자체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TF는 또 중앙정부의 부처별 계획수립 동향을 파악해 시의 계획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남광역경제권에 포함된 부산, 경남과의

업무협조도 주도할 예정이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각각 발전계획을 세운 뒤 이를 취합해 '동남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내년

4월께 전국적인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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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단체 "釜-蔚고속도 통행료 낮추라"(교통)

울산 교통문화시민연대와 풀뿌리주민운동단체협의회, 버스 및 택시

노동조합 등은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곧

개통할 부산∼울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3천원 이하로 산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부산∼울산 고속도로는 당초 국가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다 민자로 전환했으며, 국민연금과 도로공사가 컨소시엄해 시행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투자됐다"며 "현재 논의대로 통행료를 3천600원

으로 산정하면 국민의 호주머니를 2중으로 짜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06년 이 고속도로의 민자전환 당시 건설교통부

관계자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요금 수준에서 통행료를 결

정할 것'이라고 밝혔던 것처럼 3천원 이하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울산 고속도로는 국민연금과 도로공사가 컨소시엄한 부산

울산고속도로㈜가 총 공사비 1조3천403억원을 투입해 해운대구 좌동

∼울주군 범서읍까지 총연장 47.2km(왕복 4차선) 규모로 건설해 오는

29일 개통할 예정이며, 시행사는 국토해양부에 통행료 3천600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태화동, '2008 우수마을'에 선정(사회)

울산시 중구 태화동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좋은 마을 가꾸기'

경연대회에서 전국의 우수마을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

18일 중구에 따르면 태화동은 이날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

에서 열린 '2008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전국 콘테스트' 시상식에서

장려상을, '십리대밭 지킴이 자원봉사회' 1팀장 박정미(45.여)씨는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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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동은 동네 명소인 태화강 십리대밭을 보존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십리대밭 지킴이'라는 자원봉사 모임을 만들어 마을 가꾸기에

나선 점을 인정받아 이번 경연대회에서 우수마을로 뽑혔다.

태화동 주민 60여명으로 이뤄진 '십리대밭 지킴이'는 십리대밭의

환경정화활동은 물론 지난 5월 대밭 내에서 죽순 절도가 빈발하자 기업

봉사단체 등과 함께 1달여간 감시활동을 펼치는 등 마을 가꾸기에 적극

노력했다고 구는 전했다.

올해 열린 '참 좋은 마을 가꾸기' 경연대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1천73개 마을이 응모해 태화동 등 38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대상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등 8곳이 수상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2월 19일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관련 회의 개최(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12. 19(금) 16:00, 상황실

○ 참석대상 : 46명 (TF팀장 및 팀원)

○ 주요내용 :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단 구성 및 향후

추진계획 설명

○ 향후 추진일정 : 대상사업 발굴 (‘08. 12. 31), 발전계획 초안

마련 (’09. 1월말), 3개 시․도 발전계획지역

발전위원회 제출(‘09. 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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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울산여성포럼 총회 개최(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2008. 12. 19(금) 11:00, 울산MBC컨벤션 웨딩홀

○ 참여인원 : 포럼회원 500여명

○ 주요내용

∙ 1부 개회식, 축사, 초청강연(강사 : 최운실 한국평생교육학회

회장, 주제 :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울산 만들기)

∙ 2부포럼동영상 상영, 2008 활동보고서, 예․결산 보고, 임원 선출 등

○ 주 최 : 울산여성포럼(대표 정명숙)

2008년 12월 19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 최우수(행정)

울산시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의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사업' 평가

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평가에서 이력관리 실적, 귀표 부착률, 유통업체

참여율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수입 쇠고기의 한우 둔갑을 막고 국내산 쇠고기 소비를 촉진

하기 위해 제정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월부터 관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한우와 육우 3만2천78마리에

개체이력표를 부착, 전산등록하는 등 이력추적제를 시범 실시해 왔다.

이 제도는 사육 한우와 육우에 이력표를 부착해 등록하고 도축 및

유통되는 쇠고기에도 같은 이력을 표시해 소비자가 구입하는 쇠고기가

어디서 사육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지역에서 도축, 가공, 유통되는 한우 및 육우 쇠고기에도 개체

이력표를 표시해 소비자가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홈페이지

(www.mtrace.net)에 접속해 구입한 쇠고기의 생산지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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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2월 20일

청소년특별회의 정책토론회 개최(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2008. 12. 20(토) 15:00, 의사당 대회의실

○ 참여인원 : 청소년 및 일반시민 150명

○ 주요내용 : 청소년 중심의 주제발표 및 토론

∙ 주제 : 청소년이 바라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 주 관 :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대표 심원오)

‘창작 오페라 박상진’ 공연(문화체육국)

○ 일시․장소 : 2008. 12. 20 ~ 12. 21(2일간) 19:30 ~ 21:00,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공연내용 : 박상진의사의 민족혼을 서사극 형식으로 표현한 오페라

○ 주 최 : 울산MBC

2008년 12월 20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간절곶 일대 숙박업소 등 점검(행정)

울산시 울주군은 새해 해맞이 명소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해안 일대의 숙박업소와 음식점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생면 간절곶 일대 39곳의 숙박업소와 120곳의 음식점

이며 숙박업소는 객실 청결상태와 적정 요금표 게시 여부를, 음식점은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여부와 원산지 표시제 시행 여부를 중점적

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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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엄중한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해맞이 명소인 간절곶에 온 관광객들이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이나 음식점의 상한 음식 때문에 새해 첫 날부터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간절곶 해안은 우리나라에서 새해에 해가 가장 빨리 뜨는 해맞이

명소이며 울산시는 내년 1월1일 이 곳에 관광객 10만명 유치를 목표로

인기가수 초청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2008년 12월 2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올해 특별교부세 270억원 확보(행정)

울산시는 21일 시와 구.군에서 올해 정부로부터 총 270억3천4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123억9천600만원, 남구 41억4천300만원, 중구 34억

1천600만원, 울주군 29억7천900만원, 동구 22억원, 북구 19억원을 각각

확보했으며, 이는 작년 195억6천300만원보다 38.2% 늘어난 규모다.

시가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태화강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20억원,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 인센티브 17억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작년보다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라며 "특히 시는 작년보다

99.2%나 많은 교부세를 받아 공장부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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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2월 22일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감사관실)

○ 기 간 : 2008. 12. 22 ~ 2009. 1. 9

○ 점 검 반 : 감사관외 4개반 16명

○ 대 상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 군

○ 중점 점검사항

∙ 월동기 종합대책 추진상황

∙ 복무질서 저해행위(무단이석, 오락행위, 출근시간 등)

∙ 비상연락체계 등 비상대비 태세

∙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민원처리실태 등

제7차 기업대표자 시정업무협의회(경제통상실)

○ 일시․장소 : 2008. 12. 22(월) 11:00, 3층 상황실

○ 참석대상 : 전 위원 15명(위원장 : 정무부시장)

※ 한국은행, 산업단지공단, 종합고용지원센터 관계자 배석

○ 주요내용

∙ 2008년 협의회 운영성과 보고

∙ 최근 지역경제동향 설명 및 경제위기 지원대책 협의

∙ 울산자유무역지역 개발 및테크노산단 조성계획설명

∙ 지역기업 현안 및 건의사항 수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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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종사자『보육인의 밤』개최(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가정보육시설연합회 : 2008. 12. 22(월) 20:00 / MBC컨벤션 웨딩홀

∙ 보육시설연합회 : 2008. 12. 24(수) 18:00 / 롯데호텔

○ 참여인원 : 보육시설 종사자 각 500명씩

○ 행사내용 : 기념식, 송년의 밤 이벤트

○ 주 관 : 가정보육시설연합회(회장양경아), 보육시설연합회(회장류영희)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도시국)

○ 기 간 : 2008. 12. 22～12. 26

○ 장 소 : 야음 장생포동 주민센터 등 8개소

○ 주요내용 : 남구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민설명

및 의견 청취

소외계층 주택화재보험 가입지원 추진(소방본부)

○ 기 간 : 2008. 12. 22 ~ 12. 26(5일간)

○ 대 상 : 653세대(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 가입기간 : 2009. 1. 1 ~ 12. 31(1년간)

○ 보험가입 예산 : 소방공무원 자체성금 활용

○ 주요내용

∙ 보험가입 대상자 선정 및 보험사 계약체결

∙ 화재피해지원센터 운영, 지원세대 유지관리와 피해복구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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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2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대기․태화강수질 모두 양호"(환경)

울산지역의 대기환경과 태화강 수질이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등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가 22일 발간한 '2008 환경백서'에 따르면 아황산가스(SO₂)

오염도는 지난 1993년 연평균 0.035ppm(환경기준 0.02)까지 악화됐으나

2007년에 0.008ppm까지 개선돼 환경기준은 물론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0.019ppm)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아황산가스는 벙커C유나 석탄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울산의 경우 2000년대 들어 공단 가동률 증가로 에너지 소비가 크게

늘면서 오염 가능성이 높았으나 시의 저유황유(0.3%) 사용 의무화와

기업의 환경개선 투자 유도 등으로 개선돼 왔다.

또 태화강의 수질은 상류의 경우 지난 1996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1.8㎎/ℓ이던 것이 작년 0.8㎎/ℓ까지 떨어져 청정상태에 가까운

'매우좋음'(Ⅰa) 등급을 보이고 있으며, 하류도 1996년 11.3㎎/ℓ이던

것이 작년에 1.7㎎/ℓ로 개선돼 수생태계 상태의 '좋음'(Ⅰb) 등급을

보이고 있다.

수질 개선도 시가 가정오수관 연결사업과 유입오수 차단시설 설치,

태화강 퇴적오니(汚泥) 준설, 언양수질개선사업소 준공, 대곡댐 상류

축산폐수저장조 설치 등과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 등을 지속적

으로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시는 500쪽 분량의 환경백서를 발간해 이날 행정부서와 학계

등에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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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일반현황과 환경관리기반, 환경보전대책, 부록 등으로 나눠

일반현황 편에서는 지역의 환경여건과 환경동향, 환경행정 현황 등을

담았고 환경관리기반 편에서는 시의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환경오염 예방기능 강화, 환경보전조사 및 연구현황 등을

실었다.

환경보전대책 편에서는 자연환경보전, 녹지관리 및 공원조성, 대기

보전, 생활환경관리, 수질보전, 하수관리, 상수관리, 환경자원관리, 유해

화학물질관리, 토양보전, 해양환경보전 등의 현황과 추진상황을 실었다.

또 부록에서는 시의 환경관련 조직현황과 환경관련 자치법규,

환경기본조례, 환경관련 위원회 현황, 민간환경단체 등록현황, 먹는 물

수질기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수록했다.

시민들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ulsan.go.kr)를 통해 환경백서를

볼 수 있다.

울산 3개기업 상품 '세계일류상품'에 선정(산업)

울산의 현대중공업과 중소기업 2곳 등 3개 기업체의 생산제품이

지식경제부의 '세계일류상품'에 추가 선정됐다.

22일 무역협회울산지부에 따르면 최근 지식경제부가 추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56개 가운데 현대중공업의 고정식 원유생산 플랫폼과

대형엔진 실린더 프레임 등 6개가 '현재 세계일류상품'에, 경덕산업㈜의

밸브와 ㈜동원엔텍의 전력선 보호관이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 각각

선정됐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 모두 26개의 세계일류상품을 보유

하게 됐고, 경덕산업과 동원엔텍의 생산제품은 향후 5년내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안에 들 가능성이 높아 정부로부터 기술과 디자인 개발,

금융, 인력, 해외마케팅 등 종합적 지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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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덕산업은 고압, 고온, 내부식성, 내마모성 등 세계 최고의 경도와

내구성을 가진 볼 밸브를 자체 개발해 소모품으로 인식하던 볼 밸브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동종 경쟁사에 비해 최고가격을

받으면서도 2005년 이후 매년 200% 이상의 수출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 동원엔텍은 주철관이던 전력선 보호관을 세계에서 3번째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 가격이 주철관에 비해 50% 저렴하면서 설치

속도는 10배이상 빨라 앞으로 5년이내 세계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협회울산지부 관계자는 "무역협회가 경덕산업과 동원엔텍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이 평가해 지난해부터 무역현장지원단을 보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었다"며 "이들의 제품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2월 23일

지리정보 온라인 대시민 서비스 실시(기획관리실)

○ 서비스 개시 : 2008. 12. 23(화) 09:00

∙ 인터넷주소 : http://www.ngic.go.kr (국가지리정보유통망)

○ 주요내용 : 웹기반 유통망 구축에 따라 울산 도심지역 중심으로

수치 지형도 (3,172도엽, 축척 1/1,000) 서비스 실시

합리적 교섭방안을 위한 노사 대토론회(경제통상실)

○ 일시․장소 : 2008. 12. 23(화) 13:00~15:00, 롯데호텔

○ 참석인원 : 노사대표, 노동관련 기관 및 단체 등 200여명

○ 토론내용 : 선진노사협약사례 분석을 통한 합리적 교섭방안 모색

○ 토론진행 : 인사말, 주제발표(2명), 지정토론(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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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2차 울산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개최(복지여성국)

○ 일시․장소 : 2008. 12. 23(화) 11:00, 시청 재난상황실

○ 참여인원 : 청소년육성위원 13명

○ 주요내용

∙ 2008년도 업무추진 현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당면 현안사항 협의 등

수돗물평가위원회 정기회 개최(상수도사업본부)

○ 일시 장소 : 2008. 12. 23(화) 17:00 ~, 본부 3층 회의실

○ 참석대상 : 20명 (평가위원 10, 관계공무원 10)

○ 주요내용

∙ 수질검사 실시결과(외부기관 의뢰, 자체) 분석

∙ 2009년도 수평위 운영계획 자문 등

2008년 12월 23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올해 최고市政은 '자유무역지역 지정'(행정)

울산시는 23일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올해의 최우수 시정으로 선정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추진한 시책을 대상으로 '베스트 5'를 선정한

결과 경제정책과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환경정책과의 태화강 생태.명품거리 조성, 3위는 교통정책과의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사 착공, 4위는 기획관실의 시민 중심과 참여의

열린 시정평가, 5위는 세정과의 부유층․생계형 체납자의 차별화된

체납처분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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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은 첨단산업 및 외국인 투자 유치, 기존

자동차.조선.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태화강 생태.명품거리 조성은 '생명의 강'으로 되살아 난 태화강변에

전망대 설치와 십리대밭교 가설, 남산로 하부 갤러리산책로 조성 등을

추진해 아름다운 강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사는 오는 2010년 개통되면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국토동남권의 요충지가 되면서 2시간만에 수도권에

접근할 수 있고 역세권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베스트 시정을 이끈 우수 공무원에게 근무성적 평가때 참작

하고 해외연수 우선선발 등의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울산서 '1사1교' 100% 결연 달성 1주년 기념식(교육)

울산시교육청은 23일 교육청 대강당에서 1사 1교 자매결연 100%

달성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맹우 울산시장, 울산시교육청과 자매결연을 공동

추진한 울산상공회의소의 이두철 회장, 기업 및 학교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공자 감사패 전달, 삼양사의 미담사례 발표, 삼호중학교와

무룡초, 덕신초등학교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1사 1교 자매결연은 시교육청과 울산상의가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26일 이 지역 227개 학교가 201개 기업과의 100%

자매결연을 달성했다.



2008 울산종합일지  ● ● ●

640╻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 

이 사업은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재정효율화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올해에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창의.실용우수사례로 선정

되기도 했다.

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은 "자매결연을 한 울산지역 기업들이 학교를

성심성의껏 도와줘 '교육하기 좋은 도시 울산'의 실현을 눈 앞에 두고

있다"라며 "경제는 어렵지만 내년에도 기업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학교를

도와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울산시, '공무원 우수창안' 3건 선정(행정)

울산시는 23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올해 공무원들이 제안한 각종

행정편의를 위한 아이디어 12건 가운데 3건을 우수창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부소방서 최종렬(지방소방사)씨의 '도난 방지를 위한

초저가 고강도 소화전 캡'을 동상에, 회계과 장남진(지방전기9급)씨와

박만조(지방농림7급)씨의 '사다리 부착형 만능 램프 교체기구함'과

정보화담당관실 김권수(지방전산주사)씨의 '자기개발을 위한 행정수첩'을

각각 장려상으로 선정했다.

초저가 고강도 소화전 캡은 고가의 청동제품인 지상 소화전 캡이

자주 도난당해 관리에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초저가 고강도 캡 개발을 제안한 것으로 소화전에 적용할 경우 예방

순찰 활동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울산시는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공무원 제안제도를 시행해 올해까지 44건을

우수창안으로 선정했으며, 지난해 선정한 '맨홀뚜껑 자석 탈착기' 등

상당수가 중앙정부의 제안심사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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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2월 24일

2008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실시계획 설명회 개최(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12. 24(수) 10:00, 대회의실

○ 참석대상 : 150여명 (평가대상 시책 담당사무관 및 담당자)

○ 주요내용 : 2008년 합동평가 실시계획, 지표 및 매뉴얼 설명 등

교통영향심의회 개최(교통건설국)

○ 일시․장소 : 2008. 12. 24(수) 14:00, 교통관리센터 회의실

○ 심의위원 : 11명(교수, 전문가, 공무원 등)

○ 심의안건 : 2건(신규 1, 재협의 1)

∙ 언양 수성산업개발 아파트 신축(재협의)

∙ 울산국가산업단지(용연~청량IC) 연결도로(신규)

2008년 12월 24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내년 10대 핵심과제 선정(행정)

울산시는 24일 자유무역지역 개발과 기간산업 테크노산업단지 조성

등 신 성장동력 확충 및 세계 일류도시 성장기반을 다질 내년도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의 과제는 ▲국립법인화대학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개교 및 혁신

도시 건설지원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추진 ▲낭만과 활력이 넘치는 태화강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맞춤형 복지 추진 ▲세계옹기문화엑스포 성공개최

▲편리한 시내버스 이용환경 조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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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 선진한국의 리더와 세계 일류도시로의

성장기반을 다지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차질없이 개발해 글로벌 산업

기지로 만들고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울산기간산업

테크노 산업단지를 빨리 조성해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폐열 재활용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태화강의 꾸준한

수질관리와 십리대숲 및 생태공원 조성,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에코폴리스를 건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요처와 자원봉사자를 1대1로 연결하는 등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사업과 세계옹기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면서 문화 도시 이미지를 확산

시킬 예정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감동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와 편리한 시내버스 이용환경 조성사업도 핵심과제에

포함했다.

울산 옹기축제 문화부 '유망축제'로 선정(문화)

울산시는 24일 외고산옹기축제와 쇠부리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내년도 유망축제와 예비축제로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문화부는 이날 전국의 57개 축제를 대표축제와 최우수

축제 등 내년도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할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울주군 외고산옹기축제를 올해 예비축제에서 유망축제로 격상

시키고 북구 쇠부리축제는 예비축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외고산옹기축제에는 문화관광기금 7천만원, 쇠부리축제

에는 3천만원이 각각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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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산옹기축제는 울주군이 전국 최대의 옹기 집단 생산지인 온양읍

외고산마을에서 전통옹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매년 봄 개최하며,

쇠부리축제는 북구가 삼한시대 철을 생산했던 달천광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문화부의 예비축제로 선정됐던 외고산옹기

축제가 유망축제로 한 단계 격상된 것은 내년도 울산세계옹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2월 25일

2008 한․일 국제민간교류 추진(문화체육국)

○ 일시․장소 : 2008. 12. 25(목) 14:00, 일본 구마모토시민회관

○ 참여인원 : 24명(진행팀 5, 공연팀 19)

○ 주요내용 : 2008 한일우정의 콘서트 in 구마모토

∙ 울산문화방송 : 동해민속예술원 등 지역예술문화단체 3팀 공연

∙ 구마모토방송 : 일본전통 타악 등 4팀 공연

○ 주 관 : 울산문화방송, 일본 구마모토방송

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2월 26일

제1회 광역시장협의회 참석(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12. 26(금) 11:30, 대전시청

○ 참석대상 : 6명

○ 주요내용

∙ 광역시장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공동 관심사항 및 건의사항(광역시 내 일반국도 공사 및

유지비 국비 지원 등)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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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응원가 시연회 개최(기획관리실)

○ 일시․장소 : 2008. 12. 26(금) 11:00, 대회의실

○ 참석대상 : 20여명 (응원가 선정위원, 프로스포츠 관계자 등)

※ 행정부시장 주재

○ 주요내용 : 울산응원가 시연, 홍보 및 활용방안 의견수렴 등

2008년 12월 26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선바위 주변 2015년까지 '입암공원' 조성(환경)

울산시는 26일 태화강 중류 선바위 주변에 '입암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울산12경' 가운데 하나인 범서읍 선바위 주변의 입암리와

구영리 일대 41만1천620㎡를 오는 2015년까지 친환경 도시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조만간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시는 2010년까지 실시설계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하며, 선바위 주변에 백사장과 자갈밭 등의 친수공간이 넓고 소나무

숲이 넓게 분포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되 유희

시설은 배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입암공원은 지난 2004년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결정됐다"며 "주변에 식당 등 건축물이 있어 보상이 쉽지 않겠지만 잘

설득시켜 '생명의 강' 태화강에 또 하나의 명품공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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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7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신청사 착공 3년만에 준공(사회)

울산시 신청사가 착공 3년만인 27일 준공됐다. 시는 636억원을

들여 현 본관청사 옆 2만9천314㎡ 부지에 사무동과 주차동 등 2개의

신청사 건물을 지었으며 사무동은 지하 1층, 지상 13층에 연면적 2만

2천356㎡, 주차동은 지하 2층 지상 8층에 연면적 1만 6천392㎡ 규모다.

사무동에는 공청회와 시민설명회 등을 할 수 있는 500석 규모의

대강당과 4개국어 동시통역이 가능한 국제 회의장, 전시와 공연 등

문화교류 행사를 할 시민홀, 시의 역사와 현재를 알 수 있는 홍보관,

옥상 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다.

주차동은 한번에 484대의 차를 세워 둘 수 있으며 1층은 식당으로

활용된다.

시는 내년 1월 16일∼18일 본관청사의 시장실과 사무실을 신청사로

이전하며, 기존 지하 1층, 지상 8층의 본관청사는 리모델링한 후 외부

민간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와 관광과 등이 입주하게 된다.

신청사 준공에 따라 1969년 건립된 비좁은 구청사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본관청사를 리모델링해 사용하기로 하고 신청사의

규모를 최소화 했다"며 "예산을 절감하고 청사의 전체 면적도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면적보다 작아 공공청사건립에 있어 '절약과 효율'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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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8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명퇴자들의 '이웃돕기 선행' 화제(사회)

최근 명예퇴직한 울산시 김광오(59.부이사관) 전 상수도사업본부장과

박재완(58.서기관) 전 토지정보과장이 이웃돕기를 실천하고 퇴직금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내놓아 후배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공직 복무 40년만에 명예퇴직한

김 전 본부장은 공무원을 시작한지 33년만인 지난 2002년 서기관으로

진급하면서부터 근무연수 33년을 기념해 매월 급여에서 33만원을

떼 어려운 이웃을 도와왔다.

그는 이중 일부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복지시설인 작은마을

공동체 등에 직접 보냈으며, 나머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거나 자신이 근무했던 동사무소 등에 쌀을 기증하는데

쓰는 등 일찍부터 선행을 실천했다.

또 32년간 공직에 몸담았다가 최근 명예퇴직한 박씨는 퇴직금

가운데 5천만원을 후배 공직자의 자녀장학기금으로 내 놓아 감동을

줬다. 김씨는 울산시 기획관과 상수도사업본부장 등을 거치면서 시민

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등 시정발전에 기여했으며, 박씨는

시 지적계장과 토지정보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토지정보시스템 구축과

'울산지적 50년사' 발간 등에 기여했다.

김씨는 명예퇴임식에서 "공직을 떠나더라도 기부와 이웃돕기를

계속하겠다"고 말했고 박씨는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장학금을 기탁했으며, 앞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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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9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동구, 전하2․3동 통합한 '전하2동' 문열어(행정)

울산시 동구 전하2동과 3동이 통합된 전하2동사무소가 29일 문을

열고 내년 1월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울산시에서 소규모 동(洞) 통합은 전하2동이 처음으로, 동구는 이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와 울산시로부터 29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다.

전하 2동 통합 동의 주민센터는 옛 전하3동 주민센터 건물을 쓰게

되며, 옛 전하2동 주민센터는 작은 도서관과 주민자치공간 등으로 활용

된다. 전하2동과 3동 통합에 따라 전하3동 1통∼12통은 전하2동 7통~

∼8통으로, 전하2동 7통∼9통(일산아파트 2지구)은 전하2동 19통∼21

통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통합 전하2동의 전체 인구는 2008년 12월 현재 1만4천500여명으로,

전하동 일산아파트 1.2.3 지구의 재건축이 마무리되고 인구가 다시

유입되면 2만4천∼2만6천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천석 동구청장은 이날 가진 개소식에서 "1995년에 분리됐던

전하2동과 전하3동이 다시 하나로 통합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 이 지역에 작은도서관과 평생교육 쉼터를 조성하는 등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시 2년 연속 '도로정비 최우수' 선정(행정)

울산시는 2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지난해에 이어 올해 도로정비사업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전국의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도로보수,

구조물 보수, 위험 절개사면 정비, 재난대비 등 9개 항목에 걸쳐 유지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울산시를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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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국토해양부장관 기관표창과 유공 공무원 개인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올해 도로연장 1천506㎞에 대해 민원이 발생

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정비하고 재설장비 등 월동자재를 완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건설도로과 강의식 도로시설담당은 "올해 100억원을 투입해

도로정비를 실시했으나 재정여건상 아직 미흡한 구간이 있다"며 "지속

적으로 정비해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12월 30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시 내년 市政 96건 달라진다(행정)

내년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개교하고 태화강 주변

생태환경 시설이 크게 확충된다.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2009년에 시의 시책과 정부시책에 따라

모두 96건의 시정이 달라질 예정이며, 분야별로는 경제 19건, 환경 12건,

보건복지 23건, 문화체육 10건, 교통건설 19건, 일반행정 13건 등으로

집계됐다. 시정의 변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국 최초의 법인화

대학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3월 개교다.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에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건립중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입학 정원 500명(2010년부터 1천명)으로 신에너

지학부 등 이공계열 7개 학부와 테크노경영학부를 갖춰 최첨단 융합

학문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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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내년에 태화강 남구 둔치와 중구 생태공원(십리대숲과 주변)을

잇는 인도교 십리대밭교를 2월에 개통하고 남구 무거동 강변에 전망대를

1월에 준공하며, 남산로 하부도로를 갤러리 광장으로 조성해 태화강이

전국적 관광명소로 부상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2010년까지 태화교∼명촌교에 이르는 길이 10㎞의 태화

강변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새롭게 정비해 생태환경도시 이미지도

업그레이드 시킨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시티투어에 2층버스를 도입해

도심 관광의 명물로 만들면서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대곡댐

건설과정에서 나온 각종 유물을 전시하는 대곡박물관을 1월 개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4월에 준공해 농수산물의 유통경로

다원화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며, 고래도시 건설사업으로

추진하는 고래잡이 옛모습전시관을 10월에 개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래 문화도시 이미지를 창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의 기대를 모으는 시립박물관을 3월 남구 신정동

울산대공원에서 착공해 2011년초까지 완공하며, 택시브랜드화 사업

시행, 택시 공동차고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정부시책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기초노령연금사업 확대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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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정주 요  시 정 2008년 12월 31일

「2009 울산 간절곶 해맞이 축제」개최(문화체육국)

○ 일시․장소 : 2008. 12. 31 19:00 ~ 2009. 1. 1 09:00, 서생면 간절곶

※ 일 출 : 07시 32분 04초 예정

○ 참여인원 : 100,000여명

○ 향후 추진계획

∙ 축제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 12. 15한(행정부시장 외 12명)

∙ 상징조형물 설치 : 12. 23한

- 2009년 소(牛)띠를 형상화한 작품 및 희망의 빛 옹기 소망타워

∙ 해맞이 및 부대행사 준비 : 12. 28한(무대 및 간이화장실 등 편의시설)

- 해맞이행사 : 행운대박터뜨리기, 소망연날리기, 어선퍼레이드, 대중가수공연

- 부대행사 : 해맞이영화관, 소망조명탑, 옹기엑스포전시관 운영 등

2008년 12월 31일 주 요  동 향주 요  동 향

울산 지자체들 "아듀 2008년", 종무식(행정)

울산시와 5개 구.군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31일 오전 각 청사에서

종무식을 열고 한 해 업무를 마감하며 직원들이 서로 노고를 위로했다.

시는 이날 오전 11시 의사당 3층 대회의실에서 박맹우 시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무식을 하고 유공자 표창, 다과회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박 시장은 "올 한 해 울산이 각종 시책 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것은 모두 여러분 덕택"이라며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고 울산도 예외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울주군과 남구, 북구, 동구, 중구

등 5개 구․군도 이날 오전 청사에서 각 단체장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무식을 하고 서로 격려하며 한 해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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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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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일 자 주 요 시 정

1. 2

1. 4

1. 9

1. 10

1. 11

1. 14

1. 15

1. 18

1. 19

1. 22

1. 23

1. 24

1. 25

◦시청 시무식 개최

◦남구『도시관리공단』설립

◦한노총 울산본부 제19대 의장 신진규씨 당선

◦울산시청 제2청사 주차동 완공식

◦자동차부품혁신센터 협업혁신관 건축 착공

◦2008년 여성 신년교류회

◦한우브랜드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 개최

◦세계옹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재단법인 설립등기 신청

◦친환경 저가 자동차부품 기술공동개발 협약식

◦2008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설명회

◦북구 중앙도서관 건립 공사 준공

◦일본 니가타(新潟)시 연수단 일행 방문

◦울주군 범서읍 인구 5만명 돌파

◦울산 보도연맹 유족회 "국가의 사과 수용"

◦울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개소식

◦울산 노사정 단체 무룡산서 '안전기원제'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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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주 요 시 정

1. 29

1. 30

1. 31

◦2008 외국인 시정모니터 위촉 및 간담회 개최

◦울산 '박상진 義士 생가 전시관' 개관

◦울산 '선바위교' 개통

◦선암댐 수변공원 준공식 개최

2월

일 자 주 요 시 정

2. 1

2. 9

2. 10

2. 11

2. 12

2. 15

2. 17

2. 18

2. 21

2. 25

2. 27

◦시립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회의

◦울산시 '탈 권위주의 10대 과제' 선정

◦울산시 '광역경제권' 대응 TF 구성

◦울산시 '2008 기업사랑운동' 과제 선정

◦울산테크노파크 기획단장 양홍근씨 임용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이사회 개최

◦울산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개최

◦신일반산업단지 선투자 협약 체결

◦울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 개최

◦2008 정월대보름 한마음 큰잔치

◦한․일 문인교류대회 개최

◦울산 다자녀 사랑카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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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일 자 주 요 시 정

3. 1

3. 3

3. 4

3. 5

3. 6

3. 7

3. 13

3. 18

3. 19

3. 20

3. 22

3. 24

3. 25

3. 27

◦2008『울산시민 아카데미』수강생 모집

◦제9회 울산마라톤대회 개최

◦장애교육 요람 '울산혜인학교' 개교

◦'울산 화학산업지원기관협의회' 출범식

◦노인일자리사업「아삭김치공장」준공식

◦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 청사 개청식

◦울산광역시노사정협의회 개최

◦2008년 태화강 어린연어 방류

◦울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 명칭 변경 현판식

◦제8회 가지산 고로쇠 축제

◦울산시 서필언 행정부시장 취임

◦동해권 시도지사협의회 실무위원회 개최

◦야생동물 구조 관리센터 개소식

◦중구 숯못 생태공원 조성공사 준공식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러시아과학아카데미 MOU 체결

◦제2회 강동수산물 축제 개최

◦'가지산 터널' 개통

◦제1호 작은도서관 가칭「은행나무 도서관」개관

◦울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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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일 자 주 요 시 정

4. 4

4. 6

4. 8

4. 9

4. 11

4. 12

4. 13

4. 14

4. 18

4. 20

4. 21

4. 23

4. 24

4. 25

4. 30

◦창설 제40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 개최

◦제11회 울산연극제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개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울산광역시 교통포럼 개최

◦'울산기능경기대회' 개막

◦2008년도 국가직 9급 공채시험 실시

◦청소년문화존 개막 행사 개최

◦시민식수의 날 행사

◦무연탄 실은 북한 선박 울산항 첫 입항

◦서울 남산공원내 울산소나무 기념식수 행사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협약식

◦야생동물 구조 관리센터 개소식

◦울산시 문화재자료 1호 '이휴정' 낙성식

◦아시아 - 태평양 시장 포럼 개최

◦동구보건소 및 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

◦시 자원봉사센터 개소식

◦2008 한․중 생활체육교류전 개최

◦울산 쇠부리축제 개막

◦울산 첫 모내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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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일 자 주 요 시 정

5. 1

5. 2

5. 8

5. 9

5. 10

5. 12

5. 14

5. 15

5. 16

5. 17

5. 20

5. 22

5. 24

5. 28

5. 30

◦북구 중앙도서관 개관

◦제1회 시․도지사회의 참석

◦울산 장생포서 '고래학술심포지엄' 개최

◦울산지역 국회의원과의 지역현안 간담회 개최

◦제36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

◦제2회 울산 자동차의 날 행사 개최

◦제1회 다자녀 가정 행복축제 개최

◦2008 울산컵 세계윈드서핑대회 개최

◦제4회 시각장애 어르신 효(孝)잔치 개최

◦제14회 울산고래축제 개최

◦울산시민단체 '지방의원 해외연수' 주민감사청구

◦울산 서생포왜성서 한․일 병사 합동위령제

◦2008 시청직원 어울림한마당 행사

◦울산-구마모토 무지개콘서트 개최

◦제9회 한․일 경제교류회의 참가

◦'울산 외국어高' 북구 중산동에 설립키로 최종 결정

◦2008 울산산업박람회 & 과학기술제전 개최

◦울산적십자 제5대 회장 이수만씨 선출

◦2008년도 제1회 지방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

◦자원봉사 BEST ULSAN 발대식

◦울산암각화 전시관 개관식

◦제3회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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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일 자 주 요 시 정

6. 2

6. 5

6. 6

6. 8

6. 10

6. 12

6. 13

6. 18

6. 19

6. 20

6. 22

6. 23

6. 24

6. 25

6. 30

◦울산-일본 하기시 자매결연 40주년 기념행사 참석

◦북구청 여권발급 업무 개시 기념행사

◦'솔마루다리' 준공, 신선산∼대공원 연결

◦현충일 추념행사

◦2008년 일본지역 투자유치단 파견

◦간절곶 관광회센터 준공

◦춘해대학 '춘해보건대학'으로 교명 변경 인가

◦기업사랑․지역사랑운동 선포 3주년 기념행사 개최

◦2008 태화강 물축제 개최

◦2008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울산과기대 첫 교수진 24명 임명 승인

◦울산여성포럼 공개포럼 개최

◦호국 한마음 건강 걷기대회 개최

◦울산폐기물소각장 폐에너지 자원화시설 준공

◦울산시의회 첫 여성의장 윤명희씨 당선

◦2008년 울산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

◦울산시정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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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일 자 주 요 시 정

7. 1

7. 4

7. 9

7. 14

7. 17

7. 23

7. 25

7. 26

7. 27

◦남구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면시행

◦울산 진하․일산해수욕장 개장

◦울산출신 타지역 대학생 지역탐방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저출산 고령사회 시민위원회 창단행사 개최

◦울산투명사회협약 실천 워크숍 개최

◦현대重노사 임단협 14년 연속 무쟁의 타결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지정

◦시-한국생산기술연구원 MOU 체결

◦2008 울산 서머페스티벌 개최

◦제11회 전국 울산바다 장거리 핀수영대회 개최

8월

일 자 주 요 시 정

8. 6

8. 7

8. 8

8. 11

8. 12

◦제6회 K-water 사장배 물사랑 전국조정대회

◦울주군의회, 독도서 '일본 항의 결의문' 발표

◦제8회 동구 해변축제 개최

◦간절곶 관광회센터 개장식

◦에너지산업 연구개발․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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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일 자 주 요 시 정

8. 12

8. 13

8. 14

8. 15

8. 20

8. 23

8. 24

8. 25

8. 26

8. 31

◦세계조선포럼 개최관련 업무협의

◦남구「연꽃가요제」개최

◦강원도 고성군 모범 어린이 시청 방문

◦제10회 나라꽃 무궁화 및 사진 전시회 개최

◦광복 제 63주년 및 건국 60년 경축행사 개최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제

◦제5회 에너지의 날 행사 개최

◦제4회 울산광역시장기 전국 남․여 궁도대회

◦파푸아뉴기니 정부각료 울산 방문

◦전자여권 발급제도 시행

◦울산광역시 해외명예자문관 초청행사

◦2008년 울산아마골프대회 개최

9월

일 자 주 요 시 정

9. 3

9. 5

9. 8

◦'2008 울산발전토론회' 개최

◦청소년 금연 운동 선포식 개최

◦울산대 신임 총장에 김도연 전 장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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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일 자 주 요 시 정

9. 9

9. 11

9. 16

9. 19

9. 22

9. 23

9. 25

9. 26

9. 27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기공식 개최

◦결혼이민자가족 자매결연식 개최

◦울산 아산로 중앙분리대 화단 착공

◦충렬공 박제상 기념관 개관

◦제4회 울산민족예술제 개최

◦2008년 공무원 총조사 실시

◦(주)무학 울산공장 기공식

◦제9회 장애인 합동결혼식 개최

◦시, 구․군 공무원 합동 워크숍 개최

◦시내버스 노․사․정 공동 협력 워크숍 개최

◦환경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협약체결

◦울주군 언양한우불고기 축제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실시

10월

일 자 주 요 시 정

10. 1

10. 2

10. 3

◦제8회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제42회 처용문화제 개최

◦제1회 사회공헌 문화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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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일 자 주 요 시 정

10. 4

10. 7

10. 8

10. 9

10. 14

10. 15

10. 16

10. 17

10. 18

10. 20

10. 24

10. 26

10. 29

10. 30

◦2008 영남알프스 억새축제

◦제11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아시아 지역 환경공무원 정책연수 실시

◦제20회 울산산업문화축제

◦세계옹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범식 개최

◦제9회 울주 외고산 옹기축제

◦시각장애인 연극발표회 개최

◦자연보호헌장 선포 제30주년 기념행사

◦남구 고래잡이 옛모습 전시관 착공식

◦2008 국정감사(행정안전위원회) 수감

◦동구 무지개 축제 개최

◦쌀 직불금 수령 실태조사

◦남구 호수문화축제 개최

◦제3회 울산시민 태화강 십리대밭 건강걷기 대회 개최

◦2008년 하반기 보궐선거 실시

◦회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준공식

◦울주군수 한나라당 신장열 후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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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일 자 주 요 시 정

11. 2

11. 5

11. 7

11. 10

11. 11

11. 12

11. 13

11. 15

11. 17

11. 18

11. 20

11. 26

11. 28

11. 30

◦정해영 선생 묘비 제막

◦울산체육공원 낙엽밟기 행사 실시

◦제3회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총회 개최

◦제2회 서덕출 문학상 시상식

◦울산장애인가족 문화축제 개최

◦시정발전을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수감

◦2009학년도 대학수능시험 실시

◦제4회 청소년 한마음 대축제 개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이․취임식

◦"울산극경회유해면“을 ”울산귀신고래회유해면'‘으로명칭변경확정

◦2008 울산사회복지 자원봉사대회 개최

◦외국인 유학생 무료 시티투어 실시

◦'울산녹색성장포럼' 창립식 및 워크숍 개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이선범씨 임명

◦정밀화학센터~제2다운초간 도로개설공사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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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일 자 주 요 시 정

12. 2

12. 4

12. 5

12. 8

12. 9

12. 12

12. 15

12. 16

12. 17

12. 19

12. 23

12. 27

12. 31

◦제2회 장애인식개선 콘서트 개최

◦2008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화합의 한마당 행사

◦2008년 공무원 외국어 스피치 대회 개최

◦제1회 울산 태화강 국제걷기대회 개막

◦울산자유무역지역 지정 확정 고시․발표

◦부산~울산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울산 톨게이트 이전

◦제45회 무역의 날 기념식

◦메세나 자매결연 협약식 및 만남의 장 개최

◦교향악단 특별공연『2008 송년음악회』

◦정밀화학센터~제2다운초교간 도로 개통식

◦울산항만공사 이채익 사장 취임

◦울산발전 미래전략 국제 세미나 개최

◦2008년 울산광역시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제7회 울산광역시 안전문화대상 시상식

◦「울산자유무역지역」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2008년 울산여성포럼 총회 개최

◦합리적 교섭방안을 위한 노사 대토론회

◦울산시 신청사 준공

◦2009 울산 간절곶 해맞이 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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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2 >

2 0 0 8  정 부 기 관  평 가2 0 0 8  정 부 기 관  평 가

평 가 명 내 용 평가기관

2007 행정서비스

헌 장 평 가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대통령 표창)
행정안전부

예산절감시책 평가
예산절감시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3억원)
행정안전부

2008 상반기 부정

경 쟁 방 지 업 무

우 수 기 관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우수 기관으로 선정
특 허 청

2008 테크노파크

조 성 사업 평 가

1단계사업 : 우수 기관

(인센티브 국비 75백만원 증액)
지식경제부

2단계사업 : 우수 기관

(인센티브 국비 12.5백만원 증액)
지식경제부

지 역 연 고 산 업

진 흥 사 업 평 가

최 우 수 기 관

2008년 전국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인센티브 국비 3억원 증액)

지식경제부

제13회 여성주간

기 념 우 수 기 관

여성지위 향상 및 양성평등 촉진

(대통령 표창)

여성가족

청소년부

‘07 추진실적 종합

평 가 우 수 기 관

개별공시지가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장려상, 인센티브 1억원)
국토해양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우수기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합동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국무총리표창)
소방방재청

‘07소방관서 종합

평 가 우 수 관 서
‘07 소방관서 종합평가결과 우수관서 선정 소방방재청

‘07소방항공대 안전

관 리 우 수 기 관

‘07 소방항공대 안전관리실태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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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3 >

2008 시 정 10대  핵 심 과 제2008 시 정 10대  핵 심 과 제

① 울산과학기술대학 설립 및 혁신도시 건설 지원
② 1,000만㎡ 공장용지의 차질없는 조성 
③ 울산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
④ 태화강을 생태도시 울산의 랜드마크로 조성
⑤ 도심 녹지네트워크 구축
⑦ 2009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추진
⑧ 울산메세나 운동 추진
⑨ 도심 교통체계 획기적 개선
⑩ KTX 울산역 역세권 개발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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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4 >

2008 자치법규 제․개정, 폐지 현황2008 자치법규 제․개정, 폐지 현황

※ 공포일 기준

1월

일 자 명 칭 비 고

1. 10 ◦울산광역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문화예술회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기획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기획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기획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기획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총무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문화예술과)

전부개정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기획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기획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기획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법무통계담당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정담당관실)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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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명 칭 비 고

1. 10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기획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의정담당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정담당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의정담당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의정담당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정담당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감사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기획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예산담당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총무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총무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총무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자치행정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행정과)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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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명 칭 비 고

1. 10 ◦울산광역시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례(자치행정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사회복지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보건위생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도시계획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자치행정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제정책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

(경제정책과)

전부개정

◦울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환경정책과) 전부개정

◦울산광역시 야생동·식물보호 조례(환경정책과) 제 정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환경자원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녹지공원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하수관리과) 전부개정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문화예술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대중교통과)

일부개정

1. 31 ◦울산광역시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관한 규정(건설도로과)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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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일 자 명 칭 비 고

2. 14 ◦울산광역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예산담당관실)

제 정

◦울산광역시 자료관 운영 규칙(총무과) 폐 지

◦울산광역시 기록관 운영 규칙(총무과) 제 정

◦울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환경정책과)

제 정

◦울산광역시 야생동·식물보호 조례 시행규칙

(환경정책과)

제 정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하수관리과)
전부개정

2. 2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

(의정담당관실)

제 정

3월

일 자 명 칭 비 고

3. 6 ◦울산광역시 청문운영 규정(법무통계담당관실) 전부개정

3. 13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하수관리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기획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가로수의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녹지공원과)

제 정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녹지공원과) 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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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명 칭 비 고

3. 13 ◦울산광역시 공설화장장 사용 조례(사회복지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건축주택과) 제 정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과)

제 정

3. 20 ◦울산광역시 행정자료실 운영 규정(총무과) 폐 지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문화예술회관) 일부개정

4월

일 자 명 칭 비 고

4. 3 ◦울산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농축산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환경정책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환경정책과) 제 정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대응구조과) 제 정

4. 24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기획관실)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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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일 자 명 칭 비 고

5. 1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총무과) 일부개정

5. 8 ◦울산사랑운동 지원 조례(자치행정과) 폐 지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투자지원단)

일부개정

◦울산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투자지원단) 제 정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환경정책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체육지원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기획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교통정책과)

폐 지

◦울산광역시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과)

폐 지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교통정책과)

제 정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문화예술회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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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일 자 명 칭 비 고

6. 12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기획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기획관실) 일부개정

6. 19 ◦울산광역시 택시제도 운영기준 세부 규정

(대중교통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기획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회계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회계과)

제 정

6. 30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법무통계담당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자치행정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청문운영 규정(법무통계담당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규정(기획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지방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 규정

(총무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기획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운영 규정

(투자지원단)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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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명 칭 비 고

6. 30 ◦울산광역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민방위재난관리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민방위 경보통제소 운영 규정

(민방위재난관리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기획조정 통제 규정(기획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공보 발행 규정(공보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계약심사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기획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세 부과징수 규칙(세정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기획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총무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총무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규칙(총무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회계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법무통계담당관실)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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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명 칭 비 고

6. 30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기획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법무통계담당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규칙(자치행정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회계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농축산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규칙(교통정책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회계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총무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기획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기획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의정담당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자치행정과)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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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명 칭 비 고

6. 30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환경정책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환경정책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기획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하수관리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환경정책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창업지원협의회 조례(투자지원단)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례(건설도로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경제정책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조례

(투자지원단)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례(자치행정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총무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투자지원단)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민방위재난관리과)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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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명 칭 비 고

6. 30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민방위재난관리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건설도로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행정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투자지원단)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민방위재난관리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 등에 관한 조례

(경제정책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예산담당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민방위재난관리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기획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교통정책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조례(경제정책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조례(대중교통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농축산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투자지원단)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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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명 칭 비 고

6. 30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산업진흥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공예품개발 육성 조례(투자지원단)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회계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녹지공원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행정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도시계획과) 일부개정

7월

일 자 명 칭 비 고

7. 24 ◦울산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기획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세정과) 일부개정

7. 31 ◦울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감사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세정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교통정책과)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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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일 자 명 칭 비 고

9. 11 ◦울산광역시 택시제도 운영기준 세부 규정

(대중교통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관한 규정(건설도로과)

일부개정

9. 18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회계과) 일부개정

9. 29 ◦울산광역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반입통제

지침(환경자원사업소)

일부개정

10월

일 자 명 칭 비 고

10. 2 ◦울산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계약심사과) 폐 지

◦울산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계약심사과) 제 정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환경자원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녹지공원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녹지공원과)

폐 지

10. 16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정담당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세정과)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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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명 칭 비 고

10. 16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보건위생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환경정책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국립대혁신도시지원단)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건설도로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정보화담당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총무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토지정보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투자지원단)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 조례(민방위재난관리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사회복지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민방위재난관리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농축산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에너지기본 조례(경제정책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항만수산과)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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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명 칭 비 고

10. 16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총무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기획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보건환경연구원)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도시계획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교통정책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회계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정담당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건축주택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대응구조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농축산과)

제 정

◦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투자지원단) 제 정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자치행정과) 제 정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여천위생처리장)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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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명 칭 비 고

10. 16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건축주택과) 제 정

10. 17 ◦울산광역시 부동산 중개업자 실무교육 지침

(토지정보과)

제 정

10. 23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교통정책과)

제 정

10. 28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투자지원단)

제 정

10. 30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보건환경연구원)

일부개정

11월

일 자 명 칭 비 고

11. 13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의정담당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의정담당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총무과) 일부개정

11. 20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기획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 처리 규칙

(대중교통과)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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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일 자 명 칭 비 고

12. 18 ◦울산광역시세 부과징수 규칙(세정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세정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회계 규칙(예산담당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기획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규칙(총무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소방항공구조대 운영 규칙(대응구조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상수도사업본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기획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총무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법무통계담당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투자지원단)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총무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대중교통과)

일부개정

12. 22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의정담당관실)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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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명 칭 비 고

12. 22 ◦울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의정담당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의정담당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의정담당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의정담당관실)

일부개정

12. 24 ◦울산광역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지침

(총무과)

일부개정

12. 31 ◦울산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기획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기획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법률고문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법무통계담당관실)

폐 지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기획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기획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기획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법무통계담당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총무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기획관실)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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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명 칭 비 고

12. 31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기획관실) 전부개정

◦울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의정담당관실)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법무통계담당관실) 전부개정

◦울산광역시 에너지기본 조례(경제정책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세정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대중교통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중교통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건설도로과)

제 정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도시계획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하수관리과)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상수도사업본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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